Past and Present of Korea’
s IT Policy

추 천 사

발 간 사
대부분의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온라인

현대 정보화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

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의 위력을 매일 매일의 생

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능정보화 사회 실

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현을 가능케 하는(enabler) 동력원인 유비쿼터스 기술 발전을 이끄는 중심

있게 한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은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 있어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있어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유비쿼
그러나 정작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사회 정보화추진을 위해서 정부 부처

터스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같은 IT강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우리

등이 수립하였던 국가 차원의 정보화계획들은 체계적인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수립

나라의 정보통신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주요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80년대의 TDX 전자교환

과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에 폭넓게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기 개발, 90년대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 상용화, 2000년대의 초고속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발맞추어 정부의 정책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
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전의 경험을 참고하는 작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사에 이러한 이정표(milestone)를 세우게 되기까지에는 뚜렷한 정책목표

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수반되지 않고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와 추진하여야 할 방향 등을 담은 청사진(Road map)이 큰 역할을 담당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번에 발간하는‘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는 그 동안의 청사진을 돌아
이와 같은 필요성에 주목하여, 한국전산원에서는 입수 가능한 국가 사회 정보화정책 자료들을

보고, 이를 통해 미래국가발전 청사진(u-Korea 추진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디지

최대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자료집으로“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를 발간하

털 한국의 경험과 미래 지향점’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본 책자를 통해

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책 수립 관계자들이 우리의 지난 발자취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정책 수립의
건실한 기초로 삼아 보다 진취적인 정책 개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뿐만 아니라 자료 활용의 편의성도 고려하여, 정보화 초기부터 현재까
지의 역대 정보화 계획 관련 자료의 원본을 입수하여 디지털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정보화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디지털 한국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본 자료집이 그간 국가 사회 정보화정책 수립 시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던 자료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과거의 소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史料)가 되
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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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곤

2005년 6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1975. 01

박정희 대통령 행정전산화 추진 지시

1975. 08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구성
1977. 02

최초로 국내 컴퓨터 실태조사

한국의 정보화 연표

1978. 02 “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수립
1978. 07

행정전산시범사업 추진

1980. 12

데이터통신 육성정책 확정

1982. 01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

1982. 03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DACOM) 설립

1982. 12 “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수립

1983. 03

“정보산업육성방안”대통령 보고

1983. 05 ‘정보산업육성위원회’구성
“행정전산화계획”확정
1983. 07 “국가기간전산망 계획”대통령 보고
1984. 02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구성
“행정전산망사업 추진계획(안)”수립

1984. 12

“정보산업 10개년 계획”발표

1985. 02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발족

1985. 03

국가기간전산망 중간보고 및 행정전산망 추진계획 대통령 재가

1985. 05

‘교육ㆍ연구전산망추진위원회’구성
주민등록업무전산화 전국 8개 지역 시범 추진

1986. 03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한국통신진흥(주) 발족

1986. 05

한국전산원 개원

1987. 01

“행정전산망 종합계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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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4

‘전산망조정위원회’구성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제정
행정전산망표준화 다기능 사무기기용 S/W 보급
“금융전산망 기본계획”확정
“범국민전산교육계획”수립

1987. 05
1987. 12
1988. 01
1988. 04

제1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1988. 06

“교육ㆍ연구전산망 기본계획”확정

1988. 07

“국방전산망 기본계획”수립

1988. 11

1988. 12 “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기본계획”확정
1990. 12 “정보사회종합대책”대통령 보고
1991. 01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개시

1992. 01

한국의 정보화 연표

ISDN 시범망 개통

1992. 02 “2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수립
‘통신위원회’설치
1992.12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수립
1993. 06

행정 종합정보망 개통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기본계획”수립

1994. 05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

1994. 08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구성

1994. 12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

1995. 03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수립
1995. 04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팀 발족

1995. 08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

1996. 04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정보통신부에 정보화기획실 설치

‘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

1996. 06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수립

1996. 12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반 구성

1997. 02

“PC통신 및 인터넷 활성화대책”수립

1997. 03

“정보통신망고도화 추진계획”수립
초고속정보통신망 1단계 사업 완료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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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9
1997. 12

2000년 문제 종합지원센터 설치

1998. 04

“초고속정보통신기반 2단계사업 추진계획”수립

1998. 05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 전담반 구성

1998. 06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화 선도사업 기본계획”수립

1998. 07

�전자거래기본법�제정

1998. 12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 ”수립

1999. 02

“CYBER KOREA 21”수립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수립

1999. 03

1999. 09

전자정부 실천 추진계획 수립
전자상거래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1999. 11

Y2K 문제해결 완료 공식 선언

2000. 04

한국의 정보화 연표

“정보격차해소 종합대책”수립

2000. 06

“1,000만 명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2000. 09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수립

2000. 12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 완료

2001. 01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구성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

2001. 02

전국 초∙중∙고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2001. 03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
2001. 05 “전자정부구현 전략”수립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수립
2001. 08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협의회’구성

2001. 09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수립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수립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수립
등기부 인터넷열람서비스 실시

2002. 01

“e-Korea Vision 2006”수립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수립

2002. 04

“2단계 국민정보화 교육계획”수립
4대 사회보험 통합전산망 구축

2002. 07
2002. 10

전자정부 구현 전략과제 선정 2002. 11
‘스팸메일 추방을 위한 민ㆍ관 대책위원회’구성 20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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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수립 2003. 08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수립 2003. 12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설립

2003. 12

EBS 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 서비스 제공

2004. 04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촉진계획”수립

2004. 07

“IT839전략 8대 서비스 Master Plan”수립

2004. 11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수립

20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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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화 추진
- 박정희 대통령 행정전산화 추진지시(1975. 1)

-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1978. 2)

- 전국을 단일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 제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1982. 12)

국가기간전산망 보급∙이용

우리나라에 컴퓨터 보급이 시작되었던 1970년대 후반부터 공공 분야에서도 개별 업무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 5)

-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1988. 12)

-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 완성

-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1992. 2)

-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 정보사회 실현

의 필요에 의해 컴퓨터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도 본격적인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전산화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고도화

부처별로 추진되던 전산화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된 것은 1986년「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
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88년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이를 기반으로 비로소 부처간 전산화가 상호 연계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연이은 분야별 계획과 인프라 계획 및 종합계획 등이 수립되면서 본격

-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1994. 5)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1995. 3)

-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8)

-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사업 추진계획(1998. 5)

- 2005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 기본계획(2001. 6)

- 보편적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
-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적인 정보화 추진의 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정부내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
화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화 추진을 마련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8)

-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1996. 6)

- 범정부 차원의 국가정보화 비전 제시

- Cyber Korea 21(1999. 3)

- 매년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e-Korea Vision 2006(2002. 4)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3. 12)

<그림 1-1> 국가정보화의 추진경과

1. 행정전산화의 추진
이나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이는 결국 상용화되지 못했다.

14

1960년대 초부터 주요 공공기관들이 외국산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첫 과학기술 정책은 1966년 경제기획원이 마련한“과학기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힘으로 컴퓨터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었는데, 그 첫

진흥 5개년 계획”이었다. 정부는 같은 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과학기술연구소)의

개발품이 1964년 한양대 이만영 교수가 개발한‘전자관식 아날로그 계산기’였다. 그

창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결성 등을 유도하면서 과학기술 발전과 진흥에

러나 이 당시 우리나라는 컴퓨터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입안하고 시행에 나섰다.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경제개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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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도 이 시기라 할 수 있다.

은 비로소 대량의 데이터 처리와 업무의 신속∙정확∙경제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

초창기 컴퓨터 관련 정책을 책임졌던 과학기술처는“전자계산기 사용개발 7개년

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계획”에 따라 1967년 9월 전자계산조직(컴퓨터) 개발 조정위원회를 설치∙공포하고

한편, 1978년에는 총무처가“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8년부터

컴퓨터 개발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해 경제기획원에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까지 1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 시스템

처음으로 컴퓨터(IBM1401)가 도입되었다. 이후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컴

을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던 이 사업은 여러 국

퓨터 도입은 계속되었고, 컴퓨터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도 본격화되었다.

내 사정으로 인해 사업 의도와 주체가 많이 축소된 이후 마무리되었다.

1969년 말까지 17대였던 국내 컴퓨터 도입 대수가 1971년 36대, 1973년 66대에
이어 1975년에는 129대로 급증, 2년 주기로 거의 100%씩 증가했고, 1970년대 말까
지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기관과 기업들이 도입한 컴퓨터 대수는 427대에 이르

2. 국가기간전산망 보급∙이용

렀다. 1971년에는 체신부와 문교부가 각각 전신∙전화 요금 처리와 대학 예비고사 채
점 전산화용으로 OCR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컴퓨터 활용 환경

1980년대 세계 각국은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경쟁을 가속화했고, 산업과 기술 측
면에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선진 각국의 민간기업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와 자율화를 기초로 새로

연도별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대수

운 산업 기회를 개척하고 있었고, 각국 정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화를 강력하게
(천대)

추진하였다.

30,000

PC 보유대수

100

증가율

우리나라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정부가 정보

25,000

80

산업에 대한 투자가치를 인정하면서 1983년에는 컴퓨터 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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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6,304 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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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 11,530 18,615 22,495 23,502 24,248

증가율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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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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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2000
61.4

2001
20.8

2002
4.5

점이 마련됐다. 1983년 1월에‘제1차 기술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1983년을‘정
보산업의 해’로 선포하였다. 정보산업의 해 선포를 계기로 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

20

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발표되었으며, 관련 부처들도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0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

2003
3.2

출처)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산원
주)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매년 발표한 연도별 PC 보급 대수이며,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국전산원에서 조사한 자료임. 단, 1999년은 공공 부문의 PC가 제외된 숫자임

산업육성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에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했고, 이를 구체화하여 1987년부터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정보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
책이 적시에 맞아떨어진 것은 당시 우리나라 여건이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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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

과 관련 산업의 촉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 본격적으

제성장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충족과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이

로 시작되던 시기에 우리나라 정보산업은 전반적으로 기반구조가 취약하여 대외의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보화를 통한 새로

도가 높았는데, 이는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

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수요 진

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그 후속조치로 국내 4개 기업

작과 국가기관의 정보화를 위한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라는 최대의 국가 정보화

이 참여하여 1987년부터 국산 주전산기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행정전산망 사업

사업을 추진하였다.

의 완료시점인 1988년에 맞추기 위해 미국 톨러런트사 제품을 도입하여 국산화했고,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전산망보급확장과이

톨러런트 제품을 토대로 한‘주전산기 I’개발 작업은 1988년 10월에 완료되었다.

용촉진에관한법률」을 1986년 5월에 제정했으며, 이 법과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우

우리나라에서 독자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중형 컴퓨터는 일명‘타이컴’(TICOM)으

리나라 정보화 추진 노력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법이자 사업이 되었다. 이듬해 전산망

로 부르는‘주전산기 Ⅱ’이다. 타이컴이 1991년에 개발 완료되어 1992년초 상용화된

개발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산망조정위원

이후, 고속 중형 컴퓨터인‘주전산기 Ⅲ’는 1991년 7월부터 1994년 1월까지 300억

회를 구성하고, 전산망 관련 감리, 표준화와 기술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을

원을 투입하여‘주전산기 Ⅰ’과‘주전산기 Ⅱ’개발에 참여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족했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기능적으로 행정전산망(정부∙정부투자기관), 금융

과 4개 기업이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했다.

전산망(은행∙보험∙증권기관), 교육∙연구전산망(대학∙연구소), 국방전산망(국방 관
련기관), 공안전산망(공안 관련기관)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또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톱다운(Top-Down)’방식의
사업추진 방식과‘선투자, 후정산’이라는 사업추진 전략을 채택하였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핵심은 행정전산망사업으로서 주민등록관리∙부동산관
리∙고용관리∙통관관리∙경제통계∙자동차관리 등 6개 사업이 우선 추진업무로 선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고 정보통신산업 또한 초기단계에 있던 1987년부터 1996
년까지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정보사회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민, 토지, 금융정보를 데이
터베이스화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공공서비스, 주민등록, 토지, 자동차관리, 국
세, 통관 등의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지역정보화와 지방행정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정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서비스 개선, 행정업무처리 효율화, 경제∙사회의
투명성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분야별 전산망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

3.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

를 실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높은 기업 생산성 실현, 편안한 국민생활의 영
위 등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추구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과 일본의 신사회자본 건설계획,

1987부터 1991까지 1단계 사업을, 1992년부터 1996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 후

그리고 싱가폴의 IT 2000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대

마무리되었다.

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추진사업은 정보통신망 구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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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보화정책의 변화와 발전

45조 원을 투자하여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는“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

4.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합추진계획”를 확정하여 국가 최우선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은 크게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초고속

국가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기반 조성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정보통신 시범사업, 초고속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사업, 여건정비 사업으로 구분할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1995년 7월에는「정보

수 있으며, 각 전담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7년 7월에는 초고속정보통신 기

화촉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반구축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 완

한편, 정보화 추진체계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1994년에는 개정된

료 목표를 2010년으로 하고, 재원은 32조 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들

정부조직법에 따라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종합적인 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시

어서 정보화 추진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세계 10대 지식강국에 진입하기 위

행하는 정책부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했다. 또한 1996년에는 범국가적 정보

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초고속정보통신 구축사업 또한 2005년까지 앞당겨

화 촉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또다시 수정하였다.

련 중앙 행정기관별로 매년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의 생산∙유통∙이
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정보화
추진위원회와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를 통하여 정보화 추진체계와 정보화 재원을 마

구분
제1단계
(기반구축)
제2단계
(완성)
제3단계
(고도화)

기존
∙사업기간 : 1995~1997년

변경
∙완료

련할 수 있는 근거도 공고히 하였다.

- 80개 지역 기간전송망 구축
∙사업기간 : 1998~2002년

∙사업기간 : 1998~2000년

- 2002년 까지 144개 지역 기간전송망 구축

- 2000년까지 144개 지역 기간전송망 구축

- 2002년 부터 전국적인 ATM서비스 제공

- 2000년 부터 전국적인 ATM서비스 개시

∙사업기간 : 2002~2010년
- 기간전송망 및 ATM 교환망 확충 및 고도화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사업기간 : 2001~2005년
- 기간전송망 및 ATM 교환망 확충 및 고도화
-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용량 IP 기간망 구축

(순위)
1

- IMT-2000 등 유∙무선 복합 초고속가입자망 실현
6

7

<표 1-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주요 추진내용
11

12

16

21

21

20

19

17

16

21

21

28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출처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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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대전환 추세에 따라

있다.

정보화에 지식개념을 접목하여,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 전자정부 기반 완성,‘1∙25 인터넷 침해사고’등

실천 전략으로“Cyber Korea 21”을 수립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Cyber Korea 21 계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IT가 새로운 변혁의 원동력으로

획은 기존의 분야별∙사업별 정보화 계획에서 탈피하여 정보인프라 구축, 국가 전반

작용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보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국민소득 2만 불

의 생산성 향상,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확대로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달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새로 출범한 참여

화 추진방향을 정립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확산 등 그동안의 급속한 정보화 추

정부의 IT 비전을 적극 수용함과 아울러 e-Korea Vision 2006 수립 이후 변화된 정보

진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 시스템의 글로벌화, 전국민의 신지식인화, 신산업의 활

화 추세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을 수

성화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립∙추진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세계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혁신과

2002년 4월에는 Cyber Korea 21의 목표가 조기 달성됨에 따라 인터넷 보급∙확

전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우리 산업 전반의 국가경쟁력 제고, 광대역 통합망 구축, IT

산 등 양적확충 단계를 넘어서 국가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생

신성장 동력의 전략적 추진,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산성 제고 등 성과 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한다는“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였

있다.

다. e-Korea Vision 2006은 정보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요 국제정보화지수별 우리나라 순위(2004년)
순위

1
4

5

5

8

10
14

15
20

24

25
ITU
디지털
접근지수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주) ITU 디지털 접근지수는 2003년 발표 자료임

22

IDC
정보사회
지수

EIU
E-biz 준비도
지수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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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화 성과에 대한 해외의 평가
평가자(출처)

주요 평가 내용

eMarketer

“한국정부가 통신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한 단계 더 성장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인터넷시장은 대단
히 큰 혜택을 누림”(2001년 3월)

일본 세계주보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은 정부
의 경쟁촉진 정책 등에 기인”(2001년 5월)

앨빈 토플러

제2장 국가기간전산망 보급∙이용

“한국은 이미 세계 수준의 정보 인프라 구축,‘제 3의 물
결’에 있어서 한국이 참고할 검증된 모델은 없음”(2001
년 6월)

1. 개요
ITU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국가인 한국의 성공요인은 정부
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초고속인터넷 정책 추진”(2001년
8월)

빌 게이츠

2.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3.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의 초고속망 구축”(2001년 11월)

OECD

“OECD 국가 중 초고속인터넷 분야를 이끌어갈 나라로서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추천”(2001년 11월)

영국 휴이트
통산부 장관

“한국의 정책과 경험을 통해 영국정부도 적극적인 투자 계
기를 마련”(2002년 1월)

Dimitri Ypsilanti

“한국은 빠른 속도의 인터넷 액세스에 어울리는 적절한 애

OECD 의장

플리케이션을 만들며, 더욱 더 성장해 나갈 것”(2002년
6월)

ITU 보고서

“지난 40여 년간 한국이 이루어낸 정보통신 발전은 기적
이며, 더 이상 권고할 것이 없는 나라”(2003년 4월)

뉴욕타임즈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꿈을 한국이 실현했으며, 미국도 이
를 모범삼아 정부가 정보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
다.”(2003년 5월)

포츈

“한국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계에서 미국을 제치고 가
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초고속인터넷의 놀라운 세상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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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기간전산망 보급∙이용

기획원 조사통계국에‘IBM 1401’이 개통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초기 컴퓨터는 정부
가 주도적으로 도입하였다. 1970년 4월 경제기획원의 예산업무 전산화를 대통령에게
시범을 보인 이후 그 이듬해인 1971년 체신부가 방대한 양의 전화요금 업무를, 관세

∙

청∙관상대∙전매청∙서울시 등 각 기관들이 자체 고유업무를 각각 전산화하기 시작
했다.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이러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묶어 종합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5년 정부는 총무처에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주로 개별 부처에 의한 컴퓨터 도입 및 소속기

국가적인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

관 전산업무의 측정 등에 치중되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산기능이 국가기

다. 1978년 발표된“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은 당시까지 기관별로 추진되던 행

간사업으로서 발전되었다.

정전산화를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했다.

우선 1986년「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이와 같이 추진된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행정전산망 계획은 여러 행정기관을 묶

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전산망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상

는 계획에서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전국 금융기관∙교육기관 그리고 국방 및 안보

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

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그 명칭도‘국가기간전산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1986년 5월

와 정보산업발전 기반마련을 목표로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등 5대 기간망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1988년 12월 국가기간전산망 기

대상으로 한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년)을 추진하였으며, 제1차에서 추
진하였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산시스템의 연계운영에 중점
을 둔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년)을 이어서 추진하였다.

본계획의 수립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이 추진되던 1980년대 당시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였고 정보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한편 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작
고 효율적인 정부’가 정부의 비전으로 제시되면서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실에서 자주 나왔는데, 이들은 행정업무 전산화
의 공급측면인 전자산업 육성에 큰 비중을 두었다.

1. 개요

정부는 전산화와 정보산업 육성을 상호 연계시킨다는 취지 아래 1981년에 반도체
공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도체∙컴퓨터∙전자교환기를 3대 전략품목으로 집중

가. 추진배경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1983년 3월에는 반도체 및 정보산업육성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정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이 3대 품목 중 반도체는 당시 초기 보급단계였던 컬

26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가 도입된 것은 1961년 내무부의 통계국에 컴퓨터의 전신

러TV 덕분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자교환기도 전화가 급속히 보급되던 시기

인 천공카드 시스템이 이용되면서 부터이다. 그후 1967년 국내 최초의 컴퓨터로 경제

였으므로 수요가 충분했다. 그러나 컴퓨터는 개발한다고 해도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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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업무 전산화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사회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이었다. 즉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 정보산업 육성에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전산망의 기본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국가의 중추신경계인 기간전산망을 자력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궁
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된 사업이었다.

정부, 금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 부문의 전산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는 편리
하고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고 각 기관은 높은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개별부처 전산화 추진(~1977)
- 경제기획원, 예산업무 전산화(1970. 대통령에게 시범)

나. 추진목표 및 전략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목표는 2000년대 초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 실현이
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을 완성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 체신부, 전화업무 전산화(1971)

구현하고 높은 기업 생산성을 실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

- 관세청, 전매청 등 전산화 추진(1973)

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국가사회 전반의 전산화와 함께 국내 정보산업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78~1986)
-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1978)

- 작고 능률적인 정부 구현

- 자동차 등록 및 차량민원 처리 전산화(1982)
- 운전면허 업무 전산화(1982)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금융기
관∙교육∙연구기관 등 공공 부문의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의 편의를 증진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전산망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 외무부 여권전산화(1983)
- 제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1983)

수요를 바탕으로 컴퓨터 등 전산망의 기본요소들을 개발하여 정보산업 발전을 도모하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87~1991)
- 2000년대 초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 실현

- 행정전산망 기본계획(1987)

-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 완성

-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1988)

-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금융전산망 기본계획(1988)

- 높은 기업생산성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유지

- 국방전산망 기본계획(1988)
- 연구전산망 기본계획(1988)
- 정보사회 종합대책(1990)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계획(1986)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유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높은
기업생산성
실현

편안한
국민생활
영위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92~1996)
- 국가기간전산망 확충∙보완∙발전 및 안정적
운영
- 국내 정보산업 육성

- 제2차 행정전산망 기본계획(1992)
- 제2차 교육∙연구 전산망 기본계획(1992)

●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 완성

- 제2차 금융전산망 기본계획(1992)

● 2000년대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 실현

- 제2차 국방전산망 기본계획(1992)
- 제2차 연구전산망 기본계획(1992)

<그림 2-2> 국가기간전산망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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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행정전산화 및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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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분야별 전산망으로 구분, 조기 완성

과거에는 전산화사업이 정부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표준, 호환성 등 기술

- 행정전산망 : 정부, 정부 투자기관

적 문제를 야기하고 투자대비 전산화 이익도 미미했다는 판단에 따라‘톱다운(Top-

- 금융전산망 : 은행, 보험, 증권, 투자금융기관
- 교육ㆍ연구전산망 : 교육기관, 연구소

Down)’방식의 사업추진 방식과‘선투자, 후정산’이라는 사업추진 전략을 채택하였

- 국방전산망 : 국방 관련기관

다. 첫째, 톱다운 방식의 사업추진이란 종래의 부처별 사업 추진방식에서 업무별 종합
∙국민편의 증진업무 우선 추진

추진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부동산∙고용∙통관∙자동차∙경제통계 등 6대 우선
1단계

- 공공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에 중점

추진업무를 확정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선투자, 후정산’이란 전담사업자가 소요자
∙기관간, 업무별 전산망 구성ㆍ운영 확대

금을 선투자하고 사업완료 후 정부가 정산해주는 파이낸싱 기법으로 이를 도입하여

- 공공정보ㆍ자료의 공동 활용과 호환 유지
- 공공기관간 업무협조 증진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분산과 함께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

∙전산화 비용과 정보산업 투자를 연계

련하였다.

- 기본 전산시스템의 독자 개발ㆍ운영 능력 확보

또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피

- 정보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기반과 여건 제공

하고 후발자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기간전산망을 행정전산망(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대상), 금융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민편의 증진업무 우선추진

전산망(은행, 보험, 증권기관 대상), 교육∙연구전산망(대학 및 연구소 대상), 국방전산

- 국민편의 위주의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전환 촉진
- 규모는 작고, 서비스는 큰 정부 구현

망(국방 관련기관 대상), 공안전산망(공안 관련기관 대상) 등 5대 분야별 전산망으로
구분하여 조기에 완성하는 한편, 민간기업은 자율적 전산화를 촉진시키고 일반국민의

∙기관별 전산화에서 기관간 전산망 구성ㆍ운영
- 공공정보ㆍ자료의 공동활용과 호환 유지

전산 이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단말기 보급 및 범국민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가도

- 전산망을 통해 공공기관간 업무협조 증진

록 하였다.
2단계

둘째,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 국민편의 증진업무를 우선적으
로 추진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관별 전산망 구축에 기관간 업무별 전산망 구성과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전
산망을 통한 공공기관간 업무협조를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 정보의 공동활용과 기
기 및 기술의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전산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분야별 전산망의 연계운영으로 국가기간전산망 운영
- 행정전산망 : 정부, 정부투자기관
- 금융전산망 : 은행, 보험, 증권, 투자금융기관
- 교육ㆍ연구전산망 : 교육기관, 연구소
- 국방전산망 : 국방 관련기관
∙전산화 비용과 정보산업 투자를 연계
- 기본 전산시스템의 독자 개발ㆍ운영 능력 확보
- 정보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기반과 여건 제공

전산망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우리 기술로 하
도록 하였다. 이의 핵심은 중형급 컴퓨터의 국산화와 다기능 사무기기의 표준화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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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정보자료는 국산 중형 컴퓨터에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을 시

입력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개인업무의 처리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는 중형 컴퓨

도하였으나, 그때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국가기간전산

터에 연결한 다기능 사무기기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망 사업의 법적 근거로 1985년 체신부에서 정보화사회기반조성법안을 제안하여 그

다섯 째, 중∙장기적으로는 2000년까지 국가전산망사업을 국가 전체적으로 완성
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되,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이듬해에「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산망법)로 개칭되어 제정되
었다.

연도별∙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우선적으로 일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생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기존 전신전화 위주에

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1990년대 초에는 행정

서 벗어나 전산망 개발 보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각 부처가 국민편의 행정 실현 및 작은 정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전산망사

의 전산망조정위원회 설치와 행정∙금융∙교육연구∙공안∙국방 등 국가기간전산망

업은 완성하도록 하였다.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어 우리나라 IT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부∙공공 부문의
정보화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 관련법령 및 추진체계
2) 추진체계
1)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부는 1980년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사회 각 분야의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전산화 시기에 정부는 효율적인 행정관리
를 위하여 정부 내부 운영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IT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전산화 추진 지시에 힘입어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

주요 국제정보화지수별 우리나라 순위(2004년)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적인 행정전산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과기처, 문교부, 체신부, 철도청 등 개별 부
제4조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
한 같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개발

처들도 IT 도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문별 전산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 좀더 체계적인 IT 도입
과 조직간의 연계를 위하여, 1984년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구
성∙운영되었다. 또한,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간 5대 전산망 사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
3. 전산망사업의 지원∙육성

업을 추진하였다.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실용화

업무별 행정개혁추진단 단장, 행정지원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정무2∙경제∙교문 수

5. 전산망에 관한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6.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 6조의 규정에 의
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석비서관과 기술진흥심의회 정보산업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였다.
또한, 1987년 1월 전산망 관련 감리∙표준화 및 기술 지원 등을 전담으로 하는 전
문기술 지원기관으로 한국전산원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1987년에는 국가기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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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망조정위원회가 전산망조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소속된 부처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전산망조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전산망 사업 계획단계에서 관련 부처간 긴밀

가 운영되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실무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로부터

한 협조와 업무조정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본 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기본계획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운영되었다.

심의∙조정, 소요자금 조달 및 상환 심의∙조정,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기술∙기기

각 전산망별로는 이용기관인 정부의 각 부처,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교, 각군 및 공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심의∙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본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안기관이 추진주체가 되어 각 이용기관의 전산화를 기획∙조정하기 위한 행정망, 금
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등 5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각 이용
기관은 민간 전담기관의 전문가와 민간업체의 기술자 등을 적극 참여시켜 추진해 나

전산망조정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지명)

가도록 하였다.
사무국
(체신부 정보통신국)

한국전산원

이와 같이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초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운영되었으나,
1989년 이후 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체신부가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도 체신부로 이관

행정전산망
추진위원회

금융전산망
추진위원회

교육연구망
추진위원회

국방전산망
추진위원회

공안전산망
추진위원회

(위원장 : 총무처 차관)

(한은 총재)

(과기처 차관)

(국방부 차관)

(안기부 기조실장)

되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로 하고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
처 등 정보산업 관련 부처 및 총무처, 한국은행, 교육부, 국방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분야별 추진위원회 대표 그리고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등 관련 부처 차관급과
한국전산원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기관
업무별 추진단(6)

- 은행(32)

국∙공립

행정 각 부처(40)

- 증권(39)

대학교(39)

정부 투자기관(22)

- 보험(43)

출연연구소(9)

안전기획부
각군및
국방 관련기관

(데이콤)

자금지원기
관(한국통신
진흥센터)

전담기관
(금융결제원)

전담기관
(시스템공학
연구소)

검찰청
치안본부

- 투자금융(39)

전담기관

보안사

전담기관

전담기관

(자 체)

(자 체)

국내 H/W업체(781), 국내 S/W업체(454), DB업체(181),
기간통신망 사업자(4), 부가통신망 사업자(30)

시기

위원장

사무국

위원

1987~

대통령

대통령

행정개혁추진단 단장, 행정지원 관계

- 행정전산화기

1989년

지명자

비서실

부처 차관, 청와대 정무2∙경제∙교

- 1차 국가기간전산망

문 수석비서관과 기술진흥심의회 정

비고

사업 전반기

보산업위원장

관련단체

1989년

체신부

이후

장관

체신부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등 정보

정보통신국 산업 관련 부처 및 총무처, 한국은행,
교육부, 국방부, 안전기획부 등 분야
별 전산망추진위원회 대표 그리고 경

- 1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후반기
- 2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기

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등 관련 부
처 차관급과 한국전산원장

<그림 2-3>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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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연구전산망 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수립하였다.
분야별로 수립∙추진되던 개별 전산망 사업계획은 1988년 12월 제5차 전산망조

국가기간전산망의 기본구상은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1983년 5월에 구성된 정

정위원회에서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으로 종합된 후 1990년 6월 대통령 지시에 의

보산업육성위원회, 1984년 3월 동 위원회의 개편으로 구성된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

해 수정∙보완되었다.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

원회를 통해 기본방향과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실제

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 5개 분야별 전산망 기본계획과 주전산기 개

집행을 위한 기본계획은 전산망법이 제정되고 전산망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관련

발∙보급,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성능강화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회선 지원,

법령, 소요자금 및 추진체계가 정비된 1987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표준화 추진, 감리기능 발전, 정보의 보호 및 안전대책 수립, 국가기간전산망 운영체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은 1987년 4월에 총무처를 총괄기관으로 한 행정전산망추진

계 발전 등 8개 분야의 지원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4월 한국은행을 총괄기관으로 한 금융전
산망추진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9월 과학기술처, 문교부

구분
분야별 전산망

구성

주요내용

행정전산망

6개 우선추진사업, 38개 기존업무, 32개 계획업무

교육∙연구전산망

교육망(학생컴퓨터교육, 대학전산화, 도서관망, 학

기본계획
술정보 DB, 교육행정전산화, 교육전산망)과 연구
망으로 구분 추진

지원계획

금융전산망

은행전산망, 증권∙보험∙투금전산망, 금융전산망

국방전산망

미공개

공안전산망

미공개

가. 5대 전산망 구축계획
1) 행정전산망 구축계획
행정전산망은 국가기간전산망 중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행정전산화에 소요되는 투자를 국내
정보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의 전산화업무 중에서 전체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등록, 부동산, 자
동차, 고용, 통관, 경제 통계관리 등 6개 우선업무를 선정하였다. 또한, DACOM을 전

주전산기 개발∙보급

주전산기 Ⅰ∙Ⅱ∙Ⅲ 개발 보급

담사업자로 지정하여 198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90년 대민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개인용 컴퓨터에 문서편집과 단말기능 탑재

비스를 실시하였다.

성능강화
소프트웨어 개발

각 망별 응용 소프트웨어와 기본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통신회선 지원

회선 확보 및 장애 복구

표준화 추진

표준체계 정비, 연구개발 활성화 등

감리기능 발전

사전 기술검토, 진행감리, 사후감리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수립

관련 법∙제도 정비, 기술적 대처방안 마련 등

국가기간전산망 운영체계 발전

세계시장 10% 달성 목표로 정보기기산업, 소프트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중 핵심인 행정전산망 사업은 내무부의 주민등록 관리와 부
동산 관리, 노동부의 고용관리, 관세청의 통관관리, 통계청의 경제통계 및 교통부의
자동차 관리 등 5개 기관 6개 사업을 우선추진 업무로 선정하여 1985년부터 시작되
었고 198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6개의 우선추진 업무 중 가장 비중이 큰 업무는 국민의 기본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 및 국민 정보이용 활
성화 촉진

수록하고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주민등록관리사업으로
서, 이 사업은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급기관의 다양한 대민서비스 업무를 전산화하기

<표 2-3>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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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기반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와 같은 행정전산망 사업의 추진 결과, 1991년 1월부터 거주지 단위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서비스가 개시된 후 거주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전국 온라인서비스가 제공
되게 됨으로써 주민등록 관리업무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대민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행정효율을 제고
시킨다는 목표 하에 취업알선, 직업지도, 사업장관리 등 3개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
되었다.
정부는 국가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각종 통계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부동산 관리업무는 전국 3,200만 필지의 토지 및 임야대장을 전산화하는 업무로,

하는 기관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

토지∙건물∙항공기∙선박 등의 부동산 중에서 우선 전국 3,200만 필지에 달하는 토

해 1985년 5월부터 경제통계 전산화를 행정망 우선추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

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 등 18개 항목을 전산화하여 전국 298개 시∙군∙구(출장소

하였다. 국가 기본통계자료 전산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통계 관리업무는 통계청에서

포함)와 관련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전국 시∙군∙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1991년 2
주관기관

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해당 토지대장이 있는

내무부

대상업무

주요내용

주민등록 관리 전국민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주민등록업무(신규, 출생, 말소 등)

∙각종 통계 보고
부동산 관리

전국 자동차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동차관리 업무는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당시
전국 133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1990년 3월부터 대민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교통부

자동차 관리

하는 것이다. 자동차 관리업무가 전산화됨으로써 신규∙변경∙이전∙말소 및 저당∙

전국 3,200만 필지의 토지 및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임야대장을 전산화하여 298개

∙소유권 및 등급 변경

시∙군∙구(출장소 포함)를 온

∙제증명 발급(토지대장 등)

라인으로 연결

∙지적 통계관리 및 정책자료 출력

자동차 등록사항을 전산화하여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등)
∙자동차 검사 및 정비
전국 133개 기관 온라인 연결
∙제증명 발급(자동차등록원부 등)

압류 등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 제증명 발급업무, 차적조회 등 열람업무, 검사 및 정
관세청

통관 관리

59개 자동차등록관청, 41개 검
사소, 16개 정비조합, 31개
시∙도∙구청 등 168개 기관

수∙출입 통관 수속 및 보세화

∙수∙출입 신고 및 검사

서울∙김포세관(40개 관세사,

물 관리를 전산화하여 세관, 관

∙재세 수납관리

43개 보세구역과 운송업체, 3

세사, 은행 등 109개 기관을 온 ∙보세운송화물 관리
라인 연결
노동부

고용 관리

사∙은행 등 109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1990년 4월에 대민서비스를 개시하
였다.
구인 및 구직 관련 광역 고용정보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고용관리 업무는 취업알

273개 시∙군∙구청

∙각종 통게 및 정책자료 제공

면허관리업무 등 여러 업무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입 통관수속 및 보세화물 관리 등을 전산화한 통관관리 업무는 세관∙관세

3,700개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 등본∙초본 및 제증명 발급

온라인으로 연결

되었다.

기검사 안내와 결과처리 등 검사 관련 업무, 국가비상시 차량동원 관리업무, 개인택시

서비스 지역

수록,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민방위 등 일선행정 지원업무

시∙군∙구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토지나 토지 및 임야대장의 등본열람이 가능하게

자동차 관리란 자동차의 출고에서 폐차까지 전과정에 대한 행정 및 대민업무를 의미

서비스 내역

통계청

통계 관리

개 은행 등 109개 기관)

∙보세장치장 반출입 관리

취업 알선, 사업장 관리, 직업지도 ∙취업알선

서울국립중앙직업안정소, 40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전국 49개 노 ∙사업장 관리

개 노동부 지방사무소, 6개 전

동부 지방사무소를 온라인 연결

∙작업지도

문인력 취업정보센터 등 49개

물가, 인구, 산업생산 등 20개

∙물가, 인구 등 20개 부문 통계관리

기관
36개 행정기관

부문의 국가 기본통계를 전산화 ∙통계정보 검색

선, 사업장 관리, 직업지도 업무의 전산화와 함께 전국 49개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온
라인으로 연결하여 1990년부터 전국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고용전산화 작업은 인력 및 사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촉진을 도모함

38

하여 온라인으로 정보 제공

∙통계수치를 이용한 각종 비율의 자동
계산

<표 2-4> 행정전산망 6개 우선추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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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여 물가∙인구∙산업생산 등 20개 부문의 통계자료를 1991년 1월부터 온라인

추진 사업으로 1996년까지 전산시설의 선진국 수준 도달을 목표로 초∙중∙고등학

으로 제공하였다.

교에 1교당 1컴퓨터실습실을 설치∙운영하고, 1컴퓨터 실습실당 교사용 컴퓨터 1대,

행정전산망 사업에는 앞서 소개한 6개 우선추진 업무 외에도 29개 기관의 38개 기

프린터 1대, 학생용 컴퓨터 2인 1대씩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존 업무, 그리고 29개 기관의 32개 계획업무가 있었다. 기존 업무는 이미 각 기관이

대학전산화사업은 교육∙연구 여건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전산자원을

개발하여 운영중인 업무로서 우선추진 업무가 완성되면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

확보하고 대학 내 LAN을 구축하여 10명당 1대의 단말기를 확충하도록 하였다. 도서

며, 계획업무는 우선추진 업무 외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각 주관기관이 소관 예

관전산화 사업은 도서정보 자료의 전국 공동활용 체제 구축을 위하여 수서, 목록, 검

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다.

색, 대출시스템 등 도서관 업무를 전산화하고,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학술정보 DB 구축사업은 각종 학술정보 DB를 구축

2) 교육전산망 구축계획

하고 교육망 및 기타 국내 학술연구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하여 최신 학술연구 정보의

교육전산망 사업은 1983년 10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교육∙연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구전산망의 일부분으로 추진되다가 교육 분야의 특수성에 따른 국립대학전자계산소

교육행정 전산화사업은 전국적인 교육정보 관리체제의 구축으로 교육정책 결정의

장협의회의 건의로 1988년 12월 전산망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 전산망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시설∙학사∙인사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산화하고 교육

을 교육망과 연구망으로 분리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각급 교육기관에 선진국 수준의

부, 시∙도 교육청, 시∙군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간의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마지막

컴퓨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인력 양성

으로 교육전산망 구축사업은 전자우편, 원거리 컴퓨터회의 및 전산자원(H/W, S/W)의

과 학교내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밖에도 대학 전산화, 도

공동이용 등 전산자원 공동 활용체제를 위하여 대학망, 도서관망, 교육행정망의 통합

서관 전산화, 학술정보 DB 구축, 교육행정망∙교육전산망 구축 등도 주요 사업에 포

출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함시켰다.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1990년부터 PC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교육전산망 구축사업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
계(1990~1991년)에는 교육전산망 구축을 위한 기본환경 조성과 시범망 구축, 2단계

교육전산망 사업은 정보사회에 대비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를

(1992~1993년)에는 시범망을 교육전산망으로 확장, 3단계(1994~1996년)에는 교육

이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의 최신 학술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여 연구력

전산망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되는 교육전산망은 전국을 서

을 향상시키며, 교육행정의 과학화를 촉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정보산업 인

울∙중부∙영남∙호남∙제주권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총괄조정은 교육부가

력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교육전산망 사업은

담당하고 각 단위사업은 사업별 주관기관 책임 아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초기단계에는 연구전산망과 분리하여 추진하되 여건이 조성되면 단일망으로 통합 운

요시 외부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영하도록 하였으며,‘학교 컴퓨터교육 지원’을 우선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대학 전
산화’,‘도서관 전산화’,‘학술정보 DB 구축’,‘교육행정 전산화’,‘교육전산망 구
축’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학교 컴퓨터교육 지원은 교육전산망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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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전산망 구축계획

연구전산망 구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기관간에 상호협조 체제를 바

연구전산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1983년 10월 당시 정보산업육성위원회

탕으로 전담사업기관의 지원 아래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국가적 차

에 의해 구성계획(안)이 수립되고 1987년 5월 제1회 전산망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

원의 지원 아래 개별적 독자적인 추진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중앙전산센터, 지역

다. 1988년 7월에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가 분리되어 추진되기로 한 교육∙연구전산

네트워크센터, 지역전산센터 등을 특성화시켜 분산 배치하였고 넷째, 연구기관의 다

망 기본계획(안)이 제4차 전산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1988년 12월 제5차 전산

양한 통신∙서비스 요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사용

망조정위원회에서 연구전산망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시범연구전산망 구축

성이 없는 연구전산망 전용의 근간망을 구축∙운영하였다. 다섯 째, 연구전산망에서

이 착수되었다.

의 망 이용은 연구나 개발목적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여섯 째, 표준 혹은 공

연구전산망 사업은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

용화된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로 시범연구망을 구축하고, 서울∙대덕∙광주∙부산∙대구∙포항∙창원에 지역지원

타 기간전산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현실성, 실용성을 감안한 점진적 구축을 기본으

센터를 설치하여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슈퍼컴퓨터를 중심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로 하였다.

의 주전산기를 상호 연결했다. 이에 따라 연구전산망에 연결한 대학과 연구기관 상호
간은 물론 해외연구소와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전산망 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분야로는 크게 망 구축 및 서비스
사업, DB 구축 및 정보검색 서비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공동활용, 관련기술의 표준

한편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 전산망 운영, 전산망 연구개발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연구전산망에 가입하여

체제를 갖추었다. 전담사업기관은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 Systems Engineerin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

Research Institute, 과기부 KAIST 산하에서 1996년 정통부 ETRI 산하로 이전)로, 그

그리고 국∙공립 및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등이다.

내부조직으로는 자문위원회 및 기획∙개발∙운용 부문의 3가지 독립된 기능을 담당
하는 부분조직을 두었다.
연구전산망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대상으

금융전산망 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은행전산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원래

로 전산자원 공동활용과 연구∙기술 정보의 상호교환을 원활히 하도록 함으로써, 국

단위 은행별로 본점과 지점간에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운용하던 방식에서 서로 다른

내 과학기술 연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성되는 총체적 컴퓨터 네트워크를

은행의 주전산기간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1992년 12월까지 전국 31개 은행의 4,387

의미한다. 연구전산망의 기본개념은 고속 근간망을 구축하여 기존 망과 연동시키고,

개 지점을 온라인으로 연결했다. 이 사업은 전담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참여은행들이

여기서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한 망 서비스, 전산자원서비스, DB서비스를 부가하여 연

공동으로 추진하여 1988년 7월부터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현금인출이 가능한 현금자

구환경의 이용자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전산망 사업

동인출기 공동이용 시스템을, 1989년 4월에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예금잔액∙신용카

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단계(1988~1990년) 시범연구망 구축단계, 2단계

드 이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자동응답서비스를, 그리고 1989년 12월부터는 다

(1991~1993년) 연구전산망 정착 및 서비스 강화단계, 3단계(1994~1996년) 교육∙

른 은행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는 타행환 시스템을 운용했다.

연구전산망 확산단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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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급여계산 업무에 배치(Batch) 방식에 의한 전산처리를 도입하면서 태동

다. 둘째, 은행 금융기관은 은행간 전산망을 구축하는 1987년부터 금융전산망 사업에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산화는 1970년대 후반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본∙지점간

참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전산망 참여 시기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전산화 진

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전산화가 국가적 차원에

전상황과 상호 관련 업무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서 본격 추진된 것은 1983년으로, 최초로 국가 5대 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

전산 시스템 전체의 정보교환 및 금융 이용에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참여 금

전산망 사업이 추진되었다.

융기관간 업무표준화를 추진하고, 통신회선의 경우 은행간 전산망 구축단계에서 전용

금융전산망 구축계획의 기본목표는 기존 금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창출하여 대국민 금융편의를 확대하고, 금융의 자유화∙국제화에

회선을 사용하며, 대고객 전산망 구축단계에서는 가정∙기업∙판매점 등과 공중데이
터 통신망을 이용한 접속을 추진하였다.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또한 지급결제 업무를 개선하여 금융기
관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확

나. 주요 지원계획

보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기본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국의 1일 결제권화, 대고객서비
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제거, 전자 자금이체의 보급, 선진금융 기법의 도입여건 조

1) 국산 주전산기 개발ㆍ보급

성, 금융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등을 세부 목표로 하였다.

주전산기 개발사업은 슈퍼 미니급 컴퓨터를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여 행정전산망용

구체적으로 다양한 금융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CD/ATM, 판매대금 자동결제,

주전산기로 활용하고, 컴퓨터기술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산 컴퓨터를 개발

기업∙은행간 전산망(Firm-banking), 가정∙은행간 전산망(Home-banking), 은행간

함으로써 국내 정보산업과 컴퓨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1987년 6

자금결제, 타행환,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일전산망 구축에

월부터 1991년 7월까지 추진되었다. 당시 국산 컴퓨터산업의 기술수준은 상당히 취

서 개별 금융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여 투

약하였다. 그러므로 기술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과 종합정보통

자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금융전산망의 투자

신망 기반 위에 다양한 정보를 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처리∙송수신할 정보망을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성∙가용성∙확장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단일 금융전산망에

구축함으로써 고도 정보사회를 실현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지급결제 업무의 마비를 예방하며, 기

트웨어 관련 기술을 국내 여건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고자 하였다.

존 전산자원의 최대활용으로 전산화가 진척될수록 증가하는 금융기관의 전산비용 부
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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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를 주관 연구기관으
로 하여 컴퓨터 연구조합사와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이 공동참여하여 수행하는 정부

금융전산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결제

지정기업 주도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각 연구개발 주체의 역할 분담

업무의 개선을 위해 우선 은행간 전산망을 1980년대에 구축 완료하여 현금자동인출

은 ETRI 및 참여업체들이 행정전산망에 사용할 주전산기를 개발하고, 한국데이터통

기 공동이용 시스템, 은행간 자금결제 시스템, 타행환 시스템, ARS 시스템, 국제 자금

신은 행정전산화에 필요한 주전산기의 요구 조건과 규격을 제시하며, ETRI에서 개발

이체 시스템 등을 서비스하고, 판매대금 자동결제망, 가정∙은행간 전산망, 기업∙은

한 주전산기를 참여업체가 생산하면 그것을 구매하여 행정전산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행간 전산망 등 대고객 전산망과 신용정보 공동이용망을 1990년대에 개발∙보급한

각 연구개발 주체의 업무분담은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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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산기 개발은 당초 개발목표인 슈퍼 미니급 컴퓨터 국산화 및 개발을 성공적으
로 완료하고, 국내 중형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시스템 생산기
술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 특히 주전산기를 담당한 4개 회사가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각종 연관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

주전산기 Ⅰ

연도

연구목표

연구실적

1차년도

∙도입기종 기술 도입

∙도입기종 기술 도입 및 기술 전수

(1987. 6~1988. 5)

∙도입기종 조립 생산

∙조립생산 및 SBB를 제외한 국산화 완료

2차년도

∙도입기종 국산화

∙도입기종 국산화

(1988. 7~1989. 7)

∙도입기종 안정화 및 유지보수

∙도입기종 1∙2차 안정화 작업 완료 및

기술 정립

었고, 이에 따라 상용시장과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유지보수 체계 정립

∙도입기종 성능 개선

∙유틸리티 및 C-ISAM 성능 개선 및

3차년도

∙도입기종 안정화

∙3차 안정화 작업 완료

(1989. 7~1990. 7)

∙도입기종 성능 개선

∙성능개선 작업중

주전산기 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되었는데, 1차 연도에는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개략설계를 완료하고, 2차 연도에는 목표 시스템의 상세설

TX 한글화

계와 하드웨어 구현, 소프트웨어의 상세설계를 완료했다. 3차 연도에는 목표시스템의

- 이기종간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DBMS 성능 개선

하드웨어 1차 실험모델을 제작하여 운영체제를 이식했다. 그리고 4차 연도에는 하드
웨어 2차 실험모델과 운영체제를 통합 실현한 후 통신 소프트웨어, DBMS 및 운용관
리 소프트웨어 등 모든 소프트웨어를 종합 구현하고 목표시스템 시험을 완료하여 개

- CIP 등 하드웨어 성능 개선
4차년도
(1990. 7~1991. 7)

∙도입기종 성능 개량
- 하드웨어 성능 개량

-

- 개량모델 생산
- 유지보수 체계 구축

발을 마무리했다.

주전산기 Ⅱ

연도
1차년도

연구목표

연구실적

∙주전산기 Ⅱ 기본설계

∙개발환경 구축 및 기본설계

2차년도

∙H/W 시제품 개발

∙하드웨어 보드별 PCB 제작

(1988. 7~1989. 7)

∙S/W 상세 설계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및

3차년도

∙각 시스템 모듈 개발

∙하드웨어 1차 시험 시제품 제작

(1987. 6~1988. 5)

구분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주요업무
∙사업총괄
∙기술도입 훈련
∙개량모델 개발 지원
∙주전산기 Ⅱ 설계 개발

컴퓨터연구조합사

4개 기업(금성사, 대우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

∙연구소에 연구인력 상근 파견
∙주전산기 Ⅰ 및 주전산기 Ⅱ 생산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
(1989. 7~1990. 7)

∙기본 S/W 개발
∙H/W 실험 시제품 제작

4차년도

∙주전산기 Ⅱ 통합 시험

(1990. 7~1991. 7)

∙주전산기 Ⅱ 시제품 제작

-

<표 2-6> 연차별 주전산기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실적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학계 등 행정전산망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구축∙운용

한국데이타통신(주)

∙부분적인 요소기술 개발
∙요구조건 및 규격 제시
∙기술도입 대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운용

<표 2-5> 주전산기 연구개발 주제별 업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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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매는 각 망별로 특수성을 감안하여 망별로 적

자동생산도구 개발∙보급, 프로젝트 관리 및 개발기법 표준화, 정보의 호환 및 연동성

정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입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연구를 강화하였

등에서 표준기기 설치시 도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으며, 정부의 금융 및 제도상 지원을 강화하였다. 재원은 특정 연구개발 사업자금, 공

다기능 사무기기 성능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표준기기와 호환성 유지, 기술발전 요
소 및 사용자 요구사항 최대 반영, 한글 정보처리 기능 강화를 원칙으로 다음의 4가지
사항이 추진되었다.
첫째, 전산망용 그래픽 기능 표준화 등 그래픽 기능 강화이다. 이를 위해 1990년
상반기 중 컴퓨터연구조합을 중심으로 업계 공동표준(안)을 정립하고 하반기에 전산

업기반 기술개발 자금 및 정보통신진흥자금 등을 활용하였으며, 임금 인상에 따른 소
프트웨어 개발 산정기준의 지속적 현실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방안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
망, 국방전산망 등에 활용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기본 소프트웨어 및
국가기간전산망 이용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망표준심의회를 통해 전산망용 그래픽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1991년부터 다기능

행정전산망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로는 자동사무용 표준 소프트웨어 보급, 인

사무기기 표준사양에 반영하여 보급을 추진하였다. 둘째, 기존 5.25인치 FDD와 병행

사∙회계 등 공통업무용 응용 소프트웨어, 부처별∙지역별 개별업무용 응용 소프트웨

하여 3.5인치 FDD 사용 등 보조기억 장치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1년

어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금융전산망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공동업무는 금융결

까지 기술발전 추세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억장치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한

제원과 관련 금융기관이 공동개발 및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각 기관별 고유

후 1992년부터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사양에 반영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는 각 기관 책임 아래 추진하도록 하였다. 교육∙연구전산망 분야의 응용 소프트

셋째,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외국산 OS 사용료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
어 한국형 PC-OS 개발∙보급을 추진하였다.
넷째, 한글 표준코드 확장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체신부 용역과제로 한국표준연구
소를 주관기관으로 한글확장 문자세트 및 확장문자에 대한 폰트, MASK ROM 등의
제작을 추진하였다.

웨어는 각 사업별 주관기관 책임 아래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교육용은 표준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였다. 국방전산망의 공동업무는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공
동개발하도록 하였다.
기본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은 한국형 PC-OS 개발∙보급을 목표로 1단계에서 당
시의 운영체계인 MS-DOS와 완전호환 가능한 PC-OS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 복수사
용자, 다중작업이 가능한 고기능의 PC-OS 개발을 추진하였다.

3)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국가기간전산망 이용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미 구축된 국가기간전산망

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와 기본 소프트웨어

의 이용확대를 위한 수요자 위주의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이미 구축된

개발∙보급을 추진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확충 및

전산망을 확대 이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기종 컴퓨터간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공급기관의 전산화를 확대하고 개발∙유지보수 업체에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유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장을 조성하고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주전산기 Ⅰ의 유틸
리티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우선적으로 한국형 PC급 OS 등 기본소프트웨어 개
발 보급을 통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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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을 통해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전운영을
지원하고 국가기간전산망의 연계∙운영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산망의 역기능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정보사회에 대비한 전략적 시범사업으로 전산화∙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조기시행하고, 전산망 관련

동화∙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일부 전산망을 구축∙서비

기술기준 및 표준적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산망 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

스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산장비와 기술의 국산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하였다. 셋째, 국산 컴퓨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주전산기 활용 시범사업을 전

그러나 국가기간전산망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 토지 등 몇 가지 기초적인 데

개하는 한편, 국산 컴퓨터 전문리스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컴퓨터

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중형급 컴퓨터의 생산 및 개발기술을 확보한 수준으로,

도입 심의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국산 주전산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소프트웨어 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미흡, 기기 및 전문기술의 대외 의존, 전산망의 안전 운영체제

발을 지원하였다.

미비 등의 부족한 점이 남아 있었다.

제2차 기간전산망사업에서는 지방행정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구 지

이에 국가기간전산망 확충 및 안전운영을 위한 전산화 촉진, 관련 투자 확대, 전산

방전산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전산망사업은 주민등록 전출∙입 일

망의 안전운영 지원, 역기능 예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원화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여권발급전산망을 구축하여 1995년 부터 전국적

국내 정보산업 육성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자는 높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의 국

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토지실명제, 가구

산기기 생산∙공급, 수요자는 국산기기 활용으로 기술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별 종합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위한 보완∙발전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
을 강화하는 등 추진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2

가. 행정전산망 구축계획

단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국가기간전산망의 확충∙보완∙발전 측면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이 추
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국민편의 관련 업무를 우선업무로 선정하

2차로 추진된 행정전산망 사업은 목표를‘국민편의 위주의 작은 정부 구현 촉진’
에 두었다. 이를 위해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 효과가 큰 신규업무 추진, 행정

여 중점 추진하고 이미 구축된 전산망의 안전운영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교육∙연구전산망 사업은 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며, 전산설비 투자∙운영 예산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전산망 사업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고객 전산망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2
금융권의 공동업무 전산화를 촉진하며, 국산 컴퓨터를 활용하고 분산처리 방식의 도
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국방전산망은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 추진 및 국산컴퓨터
활용 촉진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제1차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전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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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대상업무

보건사회부

국민복지 업무

체신부

우체국 종합서비스

관세청

해상화물 관리

특허청

지적재산권 정보관리

기상청

기상 정보관리

조달청

물품목록 관리

수산청

어선 관리

<표 2-7> 행정전산망 우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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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1단계 우선업무의 지속적 보완∙발전, 행정전산화 비용의 국내 정보산업 투자

보안대책 추진방안 수립 및 보안기기 개발∙도입 등의 안전대책 강구, 금융 전자자료

로 활용 등을 전략으로 하고, 우선업무, 계획업무, 기존업무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교환시스템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공동추진 사업으로는 분산처리 시스템으로

우선업무는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효과가 큰 업무, 전산망 사업에 대한

의 전환과 전용 공동통신망 구축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은행간 전산망의 지속적 정비

기준과 표준을 제공하는 전국 규모의 업무, 주관기관에서 열성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및 확충을 위해서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이용 시

자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7개 업무를 선정하였다.

스템 개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총액결제 시스템이 가능한 은행간 자금결제 시스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산 표준기기를 사용하고 정보의 공동활용 및 기존
업무와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

동응답 서비스(ARS) 시스템 마련, 대고객 전산망 구축 등이 추진되었다.

발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주관기관 책임 하에 업무별 전담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제2 금융권 전산망 사업으로는 투자금융전산망, 보험전산망, 증권전산망 등의 사

개발을 추진하며, 전담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전산망사업자 중에서 선정하고 추진위원

업이 추진되었다. 투자금융전산망 사업으로는 콜거래 정보와 일괄전송 및 적격업체

회의 검토를 거쳐 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지원관리는 한국

관리정보, 대고객 정보 및 ARS 공동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콜거래 정보시스템 등 투

전산원을 활용하여 사전 및 사후감리를 하였으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지원∙관

자금융기관간 공동 정보이용 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보험전산망 사업은 단계

리하였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주관기관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우

별로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었는데, 1단계로는 1992년까지 손해보험회사간 네트워

선업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다.

크가 구축되었다. 2단계로는 1993~1994년에 걸쳐 생명보험회사간 네트워크 구축, 3

계획업무는 현재 개발중이거나 향후 개발예정인 34개 기관 56개 업무를 대상으로

단계로는 다른 금융전산망 및 유관 VAN 사업자와의 연계가 1996년까지 추진되었다.

하였으며 우선업무의 표준과 호환을 채택하였다. 기존 업무는 현재 개발 완료되어 운

보험전산망의 적용업무는 공동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자료 전송 시스템, 자금결제 시

영중인 38개 기관 73개 업무를 주관기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스템, 고객지원 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등이다. 전산망 연계사업으로는 경찰전산망

하였다.

과의 연계를 통해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 체제가 구축되었다.

나. 금융전산망 구축계획

다. 교육ㆍ연구전산망 구축계획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창출하여 대국민 금융편의를 증진시키고 금융산업의 국

교육∙연구전산망 사업의 목표는 첫째,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해 교육∙연구기관에

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금융전산망 사업은 은행간 전산망의 지속적 정비∙확

충분한 컴퓨터 보급으로 교육∙연구 여건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둘째, 학술∙연구 정

충, 증권∙보험∙투자금융 분야별로 제2 금융권 전산망 구축 후 1990년대 중반 이후

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으로 학술∙연구 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4개 전산망을 통합, 단일 금융전산망 구축 및 분산처리체계 촉진, 통신망 안전대책 확

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교육과 연구활동 지

보를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원 확대, 교육망과 연구망의 연계 통합∙운영을 위한 표준화 및 환경조성 등이 이루어

은행간 전산망 사업은 우선추진 사업으로 신용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개발, 요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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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컴퓨터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대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라. 국방전산망 구축계획

전국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 소프트웨
어 개발, 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연계추진으로 컴퓨터 교육의 조기 정착과 효과의 극

국가 방위체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방전산망 구축계획은 정보화 정책∙계

대화를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1996년까지 컴퓨터를 연

획∙제도∙조직 등의 전산환경 개선, 주요 정보화 기반체계 및 응용업무 체계 구축을

차적으로 보급하는데, 농어촌 및 도시 영세지역 학교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전략으로 국방정보화 환경조성,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 응용체계의 효율적 개발을 주

이와 함께 교사임용 전에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교육 담당교사의 현직 교육을

요 내용으로 한다. 국방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보화 관련 제도 확립 및 전산기

강화하는 한편 담당교사의 해외연수를 통한 자질향상 기회 부여 등의 교사연수 계획

구∙인력 보강, 국방전산 교육체계 개선, 국방전산망 표준화사업 추진, 국방정보화 기

을 함께 추진하였다.

술기반 조성 및 이용자 지원정보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다.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사업

공동추진 사업으로는 대학 전산화, 도서관망 구축, 학술정보 DB 구축, 교육행정 전
산화, 교육전산망 구축, 연구전산망 확충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으로는 국방자료 DB 구축, 기능∙제대별 전산장비 체계 확립, 국방 전산통신망 구축
과 군용 전산기 및 보안장비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응용체계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1997년까지 1단계로 기획관리,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의 5대 기능별 운영업무 지원체계를 개발하였다. 2002년까지 2단계 사
업으로는 총체적 자원관리체계(MIS) 및 지휘∙통제 자동화체계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구분
대학 전산화

주요내용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교육연구전산원
대상 : 국∙공∙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

2003년부터 추진된 3단계 사업으로는 의사결정 지원체계(DSS) 등 전략기획 업무 지
원체계 개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 전산기기 확충, 통신망 구축 및 연구개발
업무 전산화 : 대학인력 활용으로 자체 개발
도서관망 구축

주관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대상 : 공공도서관 및 국∙공∙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
망 구축 : 교육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성

학술정보 DB 구축

주관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요내용 : 학술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DB 구축
대상 : 국내∙외 학술정보

교육행정 전산화

대상 :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와 시∙군 교육청

교육전산망 구축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교육연구전산원

연구전산망 확충

연구전산망 확산 및 서비스 강화

주요 내용 : 주전산기 확충 및 교육행정망 구성
대상 : 대학, 도서관, 학술기관, 교육행정기관
1990년대 중반까지 모든 대학 및 연구소를 연결한 교육∙연구 전산망
으로 통합 운영

<표 2-8> 교육∙연구전산망 공동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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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991년)에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
망 등 5대 기간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부처별 전산망 구축기반이 완성되
었으며, 전화와 같은 기본적 통신수단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전전자교환기(TDX), 중소형컴퓨터
(TICOM) 등 일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
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보통신과 국가사회의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의 핵
심요소로 부각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정보화 환경은 선진 각국에 비해 여전히 한계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 각국은 정보화시대 경제발전에 필수 인프라인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였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1994년“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
을 수립한 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통신망 기반구축단계인 1단계 계획 기간(1995~1997년)에는 전국 80개 지역에 광전
송망을 구축하고 ATM 시범교환망을 구축하였다. 통신망 완성단계인 2단계 계획 기간

가지고 있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의 신산업 창출 및 새로운 정보통신 이용문화가 조성되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였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각국은 정
보통신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세계경제의 주도
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초고속∙광대역화를 위한 계획을 경쟁적으로 수립
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8~2000년)에는 ATM 상용망을 구축하고 전국 144개 지역의 모든 통화권역에 광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전송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통신망 고도화단계인 3단계 기간(2001~2005년)에는 전국적

는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전략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하게 되

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고 풍요로운 신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부문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초
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라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국회를 비롯해 연구기관, 산업
계, 정부 등 여러 곳에서 대두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범국가적인 정책

1. 개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1993년부터 환경분석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가. 추진배경

착수하여 1994년 3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초고속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275호)에 따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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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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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

나. 추진목표 및 전략

합계획은 21세기를 대비한 선행적 국가기반 구조 확충을 위해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정보의 고속도로’에 약 44조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구축하여 미국∙일본에 이어 제2의 선두 그룹으로 부상하

사업의 목표는 21세기에 대비한 선행적 국가기반 구조 확충을 위해 음성∙데이터∙

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영상 등의 정보는 물론 2015년까지 이들 정보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멀티미디어 정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인터넷 이용자의 폭

까지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보고

발적인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고도화할 필요

속도로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

성이 대두됨에 따라, 총 사업기간이 정보통신망고도화 추진계획(1997년 9월), 초고속

적인 목표로 삼았다.

정보통신망고도화 기본계획(2001년 5월) 에 의해 당초 2015년에서 각각 2010년,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을 계기로 멀티미디어 분야의 기술개발에 중점적
으로 투자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공기관과

200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기업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해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응용서비스를 개발해 원격교육∙원격진료∙재택근무 등을 실
구분

수립 배경

사업계획(기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종합추진계획
(1995. 3)

2015년까지‘정보 고속도로’구축 ∙1단계 사업 : 1995~1997년
∙2단계 사업 : 1998~2002년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1997. 9)

선진국 동향 및 기술발전 추세에 ∙1단계 사업 : 완료
맞추어 5년 앞당겨 구축함으로써 ∙2단계 사업 : 1998~2002년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무한경쟁 ∙3단계 사업 : 2003~2010년
에 대비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
(2001. 5)

비고

-

∙3단계 사업 : 2003~2015년

∙2000년말 전국 규모의 광케이블 ∙1단계 사업 : 완료
기반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 : 1998~2000년
∙3단계 사업 : 2001~2005년
완료
∙2000년 1월 초고속정보통신망 조
기구축 방침 발표(대통령 신년사)

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은 우선, 초고속∙대용량의 초고속정보통
신망을 2015년까지 전국에 구축하고 둘째,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보

∙초고속정보통신망 1단계 사업
완료(1997. 12)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
추진계획 수립(1998. 5)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
완료(2002. 12)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
획 수립(2002. 1)
※ 2단계 사업의 조기 완료에 따
라 3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 및
기간 단축

편적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최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할 멀티미
디어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
였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은 전국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통
신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기관, 주요기업 등 선도그룹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사
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격교육∙원격진료∙재택근무 등 인간 중심의 정보사
회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첨단기술을 조기에 개발하

<표 3-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의 변화

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초고속선도망, 초고속국가망, 초고속공중망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초고

60

PAST AND PRESENT OF
KOREA’
S IT POLICY

61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제3장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

속국가망과 초고속선도망을, 민간은 초고속공중망을 구축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축하여 ATM교환기를 설치하고, 2∙3단계 기간에는 구현 가능한 최대속도로 지속적

초고속선도망은 응용서비스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

으로 고도화되도록 계획되었다. 초고속국가망은 1단계 기간에 초고속국가망 기반구

통신망으로, 초고속선도망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및 기술을 초고속국가망에 적용한다

축을 목표로 하여 2.5Mbps급의 기간망 구축과 45Mbps급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는 것이다.

가능하도록 하였다. 2단계 기간에는 수십 Gbps급으로 기간망을 고도화하여

초고속국가망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 그룹

155Mbps급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초고속국가망 확충을 목표로 하

이 저렴한 요금으로 선도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재원을 투입

고, 3단계 기간에는 초고속국가망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다. 초고속공

하여 2010년까지 우선 구축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서 초고속공중망으로의 확산

중망은 1단계 기간을 초고속공중망 기반조성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단계 기간

을 위한 초기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초고속공중망은 초고속국가망을

을 확산단계, 3단계 기간을 완성단계로 계획하였다.

통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구축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의미한다.

셋째,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

둘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

1995년부터 2015년까지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하

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CATV 및 유휴 자가통신설비 등 국가 통신자원

였다. 초고속선도망은 1단계 기간에 서울∙대전간 2.5Gbps급 이상의 광전송망을 구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전략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목표시점이 2015

기존망

년, 2010년, 2005년 등으로 단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추진목표와 전략에도 일부 변화

초고속정보통신망

가 있었다.
전화망 /
데이터통신망
초고속국가
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다. 추진체계

이동통신망
VAN

CATV

LAN

MAN

WAN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적인

…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1994년 5월「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 관련 정

가입자

책과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관계부처 장관
일반가입자

공공기관

을 위원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추진위원회 산하에 경
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1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

※ 기존망에서 점진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진화해 감

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초고속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산하에는 초고속정보통
<그림 3-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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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초고속기획단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연차별
소요재원 조달방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과 관련된 기술 확보 등에 관한 업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3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될 초고속정보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설치하였다.
초고속기획단은 단장 및 부단장 아래에 기획총괄반, 국가망계획반, 공중망계획반,

통신망 구축을 위해 1994년 5월에,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다음 해

기술개발반, 망운용반, 산업화지원반 등 6개의 반이 있는데, 반장과 반원은 정보통신

인 1995년 3월에“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국가 최우선

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전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 등 관련기관 전문가 그리고 KT∙데이콤∙한국이동통신 등 통신사업자 직원들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를 대
비한 선행적 국가기반구조 확충을 위해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구성되었다.
초고속기획단은 1994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

전송할 수 있는‘정보의 고속도로’를 2015년까지 구축하여 미국∙일본에 이어 제 2

해 이듬해인 1995년에 계획을 완성하였다. 또한 1996년 6월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

의 선두그룹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둘째, 초고속∙대용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전국

실로 확대 개편될 때까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에 구축하여 보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공공기관, 주요기업 등 선도그
룹간의 정보공유로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인간중심의 정보사회 실현으
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체신부(정보통신부)

향후 최대 성장유망 산업이 될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을 육성하여 신규고용 창출과 산
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단장 : 체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문위원회

업추진을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1단계

부단장 : 체신부 국장

(1995~1997년) 구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고속국가망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정보량을 고려하여 계층화된 전송망을 구축하고, 교환망은 기존 교환망을 활용한다.
ATM교환망으로의 진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조기 구축을 추진하며, 국가기간전산망
기획총괄반

국가망계획반

공중망계획반

기술개발반

망운용반

산업화지원반

반장 : 경제기획원

반장 : 체신부

반장 : 체신부

반장 : ETRI

반장 : 한국통신

반장 : 상공자원부

등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고속선도
망은 서울-대전간 광케이블 기반의 기간망을 구축하고, 서울∙대전 지역의 이용자를
<그림 3-2>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조직도

중심으로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초고속공중망은
시내전화국간은 155~622Mbps급, 5개 대도시간은 2.5Gbps급 동기식 광전송망을
구축하고, 대형건물 등 대량의 통신수요처에 광케이블 공급을 확대하며, 기존 동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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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선로의 디지털화(ADSL 등)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구분

종합추진계획 :
1단계(1995~1997년)

정보통신망 고도화 :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2단계(1998~2000년)

3단계(2001~2005년)

회’,‘실무위원회’,‘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과 부처별 전담반을 구성∙운영하

∙21세기에 대비한 선행적 국가기반구조 ∙국가사회 운영 메커니즘의 효율적 작동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멀티미디
확충을 위해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

및 사회 구성요소 전반의 연계∙통합을

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이

한 형태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정보고

위한 네트워킹 촉진에 핵심역할을 수행

용체제 확립

속도로’를 2015년까지 구축

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 및 고도화

- 가정의 84%에 평균 20Mbps급 초고

∙초고속∙대용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목표

추진

전국에 구축하여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이를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간전송망
구현

구축과 가입자망, 기존의 기본통신망, 국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향후 최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

제통신망, 이동통신망을 고도화

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최고 2Mbps급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통신개발연구원, 한국통신기술협회 등 정부산하 연
구기관 등에 기관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은 분야별로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였다.

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성장 유망산업인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을

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94년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등 통신사업자 및

육성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국제경쟁

이를 통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안)은 1995년 2월 10일 열린 제
1차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와 1995년 3월 14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총
26명이 참석한 제3차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

력 강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목표 연도를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이 저렴한 요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단축

으로 이용할 수 있는‘초고속국가정보통 ∙기간전송망 구축과 가입자망 고도화의
신망’을 공공재원으로 우선 구축

분리 및 연계 추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운용성과와 기 ∙우선순위에 따른 가입자망 고도화 추진
술력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초고 ∙기존 설비의 정비 및 확충으로 활용 극대화

구축 및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
도록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분야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하고, 사업간 연계강화

진계획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동 종합추진계획을 기반으로 1995년 5월 22일에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초고속국가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국가기간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
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원으로 우선 구축한

속공중정보통신망’을 통신사업자가 구축 ∙기존 기본통신망과 초고속망의 점진적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의 성공적
통합
추진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후 이용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초고속정보통신 응용서비스와 기술개발을 위한 기

라 산∙학∙연 공동‘응용서비스’및‘핵 ∙민간 부문의 주도적 역할 및 추진계획의
유연성 확보
심기술’개발

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도시와 중소도시간을 광케이블 중심의 초고속교

∙초고속정보통신망 단계별 구축계획에 따

전략

및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운영

환망으로 연결한 고속∙대용량의 기간망이다.

∙정보사회에 대비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
추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은 민간의 창의
와 활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CATV망,
유휴 자가통신설비 등 국가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은 주관기관인 정보통신부,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 망구축
운영 사업자인 KT∙데이콤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한
편,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5년 하반기부터‘초고속국가
망추진협의회’와‘초고속국가망이용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였다.
초고속국가망 기반구축 단계인 제 1단계(1995년 4월~1998년 4월)에서는 정부가

∙분야별 전담반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
축의 지원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국가망 사업자인 KT와 데이콤에 1,726억 원을 지원해 전국 80개 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게 공중망보다 훨

<표 3-2>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

씬 저렴한 요금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간 정보교류와
정보의 공동활용 확대, 공공업무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향상, 행정효율성 향상 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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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며, 민간 부문의 초고속 수요와 투자를 유발하고 기술개발을

망 확충 등을 포함해 2010년까지 1,346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

고 있다. 초고속선도망은 초고속국가망과 초고속공중망 구축과 연계해 차세대 네트워

련하였다.

크 기술, 교환∙전송 및 단말장비, 플랫폼, 응용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축했

초고속국가망 서비스의 개통은 1995년 12월로, 당시 제공된 서비스로는 전용회선

다. 이는 첨단 연구개발 환경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장비개발업체,

서비스와 X.25 패킷교환망을 활용한 패킷교환서비스였는데, 패킷교환서비스의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자, 통신사업자, 정보제공자 등이 첨단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방식은 지금의 DACOM DNS, KT HINET-P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전용
회선서비스의 경우 각 접속점간 중계요금에 접속점까지의 접속요금이 추가되는 구조
1단계

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1996년 10월, 최초의 초고속국가망 이용약관이 제
정되면서 제공서비스가 전용회선서비스, 패킷교환서비스, 프레임릴레이서비스 등 세

● 시외 기간전송망 중심으로 구축
● 2개 기간통신사업자 경쟁체제로 초고속국가망 구축

가지 기술방식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한편 1998년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초고속국가망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요금적용 기준 차등화’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는
기준 요금에서 30%를 감면한 요금으로 초고속국가망서비스가 제공되었다.

- 경쟁을 통하여 초고속국가망의 구축 촉진 및 이용요금 저렴화 유도
- 국내 통신사업자 보호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만 참여
(한국통신 70%, 데이콤 30%)
※ 전담기관에서 국가망사업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더불어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초고속정보통
신 기반구축 사업 중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4년 12월 20일 시범

2단계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였다. 시범사업 전담기관은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을 조기에
●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초고속서비스 제공환경 마련을 위해 기간전송망 및 ATM교환망 확충

가시화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촉진을 도모하며, 미래의

● 1단계의 2개 기간통신사업자 경쟁체제로 기간통신망 중심으로 구축

초고속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사회적∙기술적 적합성 및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

이러한 시범사업은 2개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해 추진하였다. 전담기관 중 하나
인 KT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연계 시범사업을 포함한‘정보화 시범지역사업’을 추진했
으며, 나머지는 한국전산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공공 응용서비스 시범사업을 포함
한‘원격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초고속선도망은 기술수준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환경과 시설이 미흡한 우리나라 실

● 기간통신망 고도화와 병행하여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중심으로 추진
● 초고속망 구축은 2002년까지 정부주도의 2개 기간통신사업자 경쟁체제로 고도화
※ 단, 기존 2개 사업자가 3단계 추진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
하여, 개방된 경쟁체제로 전환
● 초고속서비스 제공은 3단계 기간 중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공정한 초고속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경쟁체제 도입 검토

정을 감안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과 새로운 첨단분야에 대한 민간부담을 해
소하기 위해 국가가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망이다. 기타 기존망의 고도화 및 국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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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사회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고자“정보통신망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

초고속선도망 사업은 1995년 당시에‘선도시험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통신이 전

고, 1998년 5월에는“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의 사업별 추진목적을 명확히 하

담기관이 되어 추진하였다. 주관기관인 정보통신부는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기본계획

고 사업간에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 추진계

의 수립∙조정과 사업비 지원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KT는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 및

획”을 1998년 5월에 수립하였다.

시행, 초고속선도망의 설계∙구축∙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2단계 사업의 추진계획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초고속공중망은 기업∙가정 등 민간 부문에서 초고속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정보화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

수 있도록 고속∙대용량의 정보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망으로, 민간사업자가 자체

나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이

재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2010년까지 약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초고속공중망

용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세웠다.

사업은 이미 구축한 초고속국가망의 운영결과를 활용해 시내전송망과 가입자망을 중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환경∙물류∙상거래 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

심으로 전국적인 초고속망을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첫째, 공공 부문의 정보화

이다.

를 통해 정보의 공동활용 확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둘

초고속공중망 구축사업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

째, 민간 부문의 제조∙물류∙거래∙교육 비용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셋

토록 하였으며, 정부는 정책방향 제시, 제도 개선, 세제 및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째,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하였다. 또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타 망구축사업과의 연계를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단말장비, 응용서비스, 콘텐츠 등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위하여 초고속공중망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추진실적
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2단계 사업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초고속정보통신
망은 기간통신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구축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했다. 여기에는 세
계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과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확대해 외국업체와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둘째, 공공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초고속국가망은 정부재원으로 선투자비를 지원하
고, 이용요금 할인액(일반요금의 20% 수준) 중 일정부분을 상계해 전액 회수하는 방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제1단계 사업을 종료하면서 분야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분석한 결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당면한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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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초고속국가망 사업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4,395억여 원을 투자해 전국 모
든 시내통화권 지역에 기간전송망과 ATM교환망 등을 구축했다.

내∙외 기술발전 동향, 해외사례, 비용 효과분석 등을 통한 보완∙발전이 필요하다는

셋째, 일반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초고속공중망은 민간 통신사업자가 자체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7월에 정부는 선진국 동향 및 기술발전 추

재원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통신사업 진입 규

세에 맞추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5년 앞당겨 2010년 까지 구축하여 21세기 고도정

제완화, 학교에 대한 요금 할인혜택 등을 통해, 일본은 세제감면, 융자지원 정책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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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 및 일본 방식을 혼
합해 추진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
표였다.

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정보통신 가용자원을 총점검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전망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검토해 향후 2010

특히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ADSL방식) 상용화와 저렴

년까지의 목표와 소요재원 등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가입자망을 광케이블화하기

한 요금정책을 통한 인터넷의 보급∙확산은 2단계 사업기간동안 가장 큰 성과 중 하

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기술발전 추세와 수요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다.

초고속가입자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
망 서비스가 보편화될 때까지 전화망 등 기존 통신망을 디지털화하여 고속∙고도화시
키고, 우리나라 주도로 초고속∙대용량의 국제 위성망과 해저 광케이블망 건설을 추

4.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

진함으로써 급증하는 인터넷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고품질의 국제통신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왔던

또한 2001년 8월에 효율적인 계획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 말 전국 규모의 광케이블에 기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 완

하는‘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을 명

료하면서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하고, IT 선진국으로 부상하였다.

시한“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을 2002년 1월에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IT 선진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21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지
식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6월에 초고속인

전세계 국가의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순위

터넷 수요와 초고속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초고속정
(단위 : %)

30

※ 100명당 가입률

23.3

초고속통신망 보급 현황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변화
20

18
14.7

1위

학교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에 초고속망 보급 완료(2000년 9월)

14.0

2위

10

9.3

3위
4위

전국

전국 144개 지역으로 고속∙대용량 광전송망을 구축하여
기간전산망 완성(2000년 12월)

15위
0

한국

홍콩

캐나다

아이슬란드

미국
출처 : ITU 인터넷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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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의 주요목표는 2005년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
서나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가정의 84%인 약 1,350만 가구에 평균 20Mbps급의 초고속정보통신

[ 2005년 초고속정보통신 사회 ]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현
- 전체의 84%인 1,350만 가구에 고속인터넷 제공, 가정당 평균
20Mbps급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10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최고 2Mbps급의 이동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기업 등에는 최대 622Mbps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 IT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이 강한 나라 구현, 선진국으로 부상

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분야별로 구
분해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즉, 초고속선도망∙초고속국
가망∙초고속공중망 사업과 기술개발 분야로 사업별 기능을 구분∙강화하며, 초고속
선도망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기술 및 응용방법에 대한 연구∙

기반 인프라 고도화
정부주도 사업의 강화
● 초고속선도망 사업

- All Optical Network으로 발전

- 미래 통신망 비전 제시

시험을 통해 초고속국가망과 초고속공중망에 보급∙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구도에서 보편적인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기간망의 고도화

● 초고속국가망 사업

● 다양한 방식의 가입자망 고속화
● 통신망의 지능화

- 전자정부의 기반 인프라 확립
● 초고속공중망 사업

- QoS 보장 유∙무선 방송∙통신
의 통합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통합망 관리 및 보안이
가능한 통신망 구축

법∙제도 등의 환경을 정비하는 등 정부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과 연계한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정
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및 연
구소,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변하는 기술 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새로운 산업의 창출
국내 장비산업 강화

● 콘텐츠산업이 발전
- HDTV∙DTV급 VOD서비스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국익을 증진하고 내실있는 통신

- 3D, 가상현실, 인터넷 방송

망의 발전을 추진

- MUD, 온라인게임 산업 부상

- 통신장비의 수출 상품화

● 대규모 e-커머스

● 시장이 요구하는 경쟁력있는 제

- 재택근무 환경 제공

품 생산 지원

- 지능형 고부가가치

- 수요예고제, IT종합시험센터

산업이 주도

운영 등

<그림 3-4>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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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사회 정보화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추진하
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급속히 전개되는 세계의 정보혁명에 신속히 대응하
지 못하면 우리의 국가발전 잠재력이 크게 제약받게 되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려
워진다는 위기의식 아래, 정보사회로의 세계적인 전환과정에 적응하려는 소극적인 측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화를 국가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정부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전세계적인 정보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1994년 8월 체신부에 초고속망구축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해 12월 정부조직 개편 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하여 정보통신산업 육성, 통신∙방송 기술개발 업

이를 위하여 1995년「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의 모든

무 등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였다. 이와 함께 1995년 8월「정보화촉진기본법」을

영역에 대한 정보화 업무를 관장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사회 정보화

제정하여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

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1996년 국가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사회 정보화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정보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국가사회 전반의 정

촉진기본법」을 기반으로 국가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정보화

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보화 추진체계 하에서 정부 전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국가정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등 기존 정보화사업을 한 단계

화 계획이다. 국내ㆍ외적인 환경변화와 정보화기술 변화추세에 맞추어 현재

높인 좀더 발전된 형태의 국가정보화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기본계획

까지 총 4차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본계획에

은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따라 분야별 정보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로 담고 있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 비전이라 하겠다.“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
합추진계획”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립되었던 각 계획들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으로
수렴되면서 기본계획은 명실상부한 정보화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1. 개요

되었다.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정보화기술 변화 추세에 맞추

가. 추진배경

어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세계 각국에
서 정보화를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요

78

PAST AND PRESENT OF
KOREA’
S IT POLICY

79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제4장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6~2000)
- 2010년 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화 실현

나. 추진목표 및 전략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8)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1995. 3)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2단계사업 추진계획(1998. 5)
-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1999. 2)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보기술의
선도적인 이용자로서 정보화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투자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역할을 하고

Cyber Korea 21 (1999~2002)

있다.
-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

-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1999. 9)

- 정보화를 통한 IMF 조기탈피

- 정보격차 해소 종합대책(2000. 4)

- 신규 일자리 창출

-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2000. 6)
-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 : 초고속 국가망 3단계(2001. 5)
-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2002. 1)

기본계획은 정보화 추진체계 아래 정부 전부처가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명
실공히 국가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 및 경제∙정치∙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정보화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1999년 3월에 수립된“Cyber Korea 21”에서는 IMF 사태를 극복하기

e-Korea Vision 2006 (2002~2006)
-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 2단계 국민정보화 교육계획(2002. 4)

- 성과 중심의 정보화 추진

- 전자정부구현 전략과제-11대 과제 선정(2002. 11)

위해 정보화를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을 설정하였다.
2003년 12월에 수립된“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은 통신방송 융합, 컨
버전스 등 유비쿼터스사회로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수용하여 차세대 국가정보화 미래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2003~2007)
- 201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화 실현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수립(2003. 8)

- IT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

-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2004. 2)

- BcN 등 차세대 인프라 구축

- U-센서 네트워크(USN) 구축 기본계획 (2004. 2)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거로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를 기
반으로 각 부처에서는 행정∙금융∙국방 등 분야별 시행계획을 매년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보급/촉진계획(2004. 4)
- IT839전략 8대서비스 Master Plan(2004. 11)
-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2005. 4)

<그림 4-1>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추진경과

구분

1996년 6월

1999년 3월

2002년 4월

2003년 12월

계획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e-Korea Vision 2006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기간
비전

1996~2000년

1999~2002년

2002~2006년

2003~2007년

201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Broadband IT Korea 건설

정보화 실현
‘BcN 기본
고도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IMF 사태 극복을 위해 정보화 ‘Cyber Korea 21’중점목표 ‘전자정부 로드맵’

특징

위해 핵심적이고 시급한 정보 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의 조기 완료에 따라 새로운 계획’‘정보보호중장기 기본
화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10 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

정보화 비전 및 목표 설정

계획’등 각 분야별 핵심 계획
을 반영

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표 4-1> 정보화촉진 기본계획별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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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Ⅰ. 정보화촉진 중점 과제
1.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2. 정보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3.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 정보 이용환경 조성
4. 산업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5. 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활용도 제고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원
7.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8. 쾌적한 생활을 위한 안전관리의 정보화
9. 재난∙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0. 선진 외교∙국방 정보체계 확립

제1장.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1.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
2.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추진
3.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4.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 정비
5. 안전한 정보이용체계와 건전한 정보문화 구현

Ⅱ.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

제3장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일자리 창출
1.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육성
2.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Ⅲ.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1.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촉진
2.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
3.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4. 정보통신산업 지원체제 정비
5.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체제 정착

제2장.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1.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2.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
3. 신지식인화 운동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Ⅲ.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1.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2. 산업부문 정보화 촉진
3.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회에 적합한 법∙제도 환경을 구축하여 국가사
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법∙제도의 변화를 조사∙연구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움직임과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의 제도적
골격을 형성하는「정보화촉진기본법」이 1995년에 제정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IT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으며, IT정책의 패러다임이 과
거 공공 부문 전산화에서 국가사회 정보화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보화촉
진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촉진 기금의 설치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등 범국가 차

Ⅳ. 정보화촉진을 위한 여건 정비
1. 정보사회 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2.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 강화
3. 정보통신의 표준화 추진

e-Korea Vision 2006

다. 관련법령 및 추진체계

원에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관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Ⅲ.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1.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
2. 디지털 경제의 확산
3.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4.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Ⅳ.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1.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2.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3.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4. IT산업의 전략적 육성
Ⅴ.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2. 국제협력의 주도적 추진
3.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Ⅳ. 지식정보사회 토양조성
1.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 전환
2. 지식정보사회 안전성∙신뢰성 보장
3. 경쟁력있는 IT인적자원 확충
4.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Ⅴ. IT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조성
1. 광대역 IT기술 개발
2. 차세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3. IT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Ⅵ.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2. 글로벌 IT협력의 주도적 추진
3. IT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PAST AND PRESENT OF
KOREA’
S IT POLICY

<표 4-2> 4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간 중점 추진과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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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추진체계
총칙
∙목적 및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1995년「정보화촉진기본법」은 행정ㆍ입법ㆍ사법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정
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사회 정보화의 추진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위원장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되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관계행정기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책임관의 임명 등

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

∙한국전산원의 설립

하여 출석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정보문화의 확산

∙기술개발의 추진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 등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산업단지의 조성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정보보호 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신기술 지정의 취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유통구조의 개선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

∙정보화 촉진 등의 국제협력

∙정보통신 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지원 등

이용활성화

∙지적소유권의 보호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이와
함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추진위원
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
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제출된 안건과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분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과 용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 등

보칙 및 부칙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칙

<그림 4-2>「정보화촉진기본법」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
과위원회는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정
보 공동활용 관련사항 등을 심의한다.
1994년 12월 정부통신부의 발족에 이어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획기능과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6월 정보통신부 내에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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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정보통신부는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과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실무를 총괄

2.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제10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정보화 관련 정책을 개

가. 개요

발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정보
통신망 및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정보통신 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

1996년 6월 정보통신부는「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종합하여“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 정보화

관련 제도의 운영을 뒷받침한다.

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1차 기간인 1996년부터 2000년까

한편,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전자정

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부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로 조정하는 등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고도 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적이고 시급한 정보화사업 중 2000년까지 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전자정부를 통해 강도 높은 정부혁
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도별 추진방향 및 성과 목표의
201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화 실현

수립ㆍ평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상황 평가ㆍ조정 등을 수행한다.

Ⅰ. 정보사회와 우리의 대응
1. 세계의 정보화 동향

10. 선진 외교∙국방 정보체계 확립
Ⅳ.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

2. 우리의 정보화 현황과 과제
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Ⅱ. 정보사회 추진목표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장관급 24인

1. 정보통신산업 발전 목표

Ⅲ. 정보화촉진 중점 과제
1.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2. 정보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차관급 25인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3.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정
보 이용환경 조성
강화

6.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체제 정착

1. 정보사회 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2.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

5. 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한국전산원

4.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Ⅵ.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건 정비

4. 산업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5개)

3.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
5. 정보통신산업 지원체제 정비

기반 구축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2.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촉진

활용도 제고

활동 강화
3. 정보통신의 표준화 추진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원
7.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8.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관리의 정보화
9. 재난∙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Ⅶ.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건 정비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
2. 재원확보와 운용방향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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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표 4-3>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목차

87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제4장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보화촉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고, 각 부처는 10대 과제와 관련된 정보화시책을 개발하여

예산∙인력∙기술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각 부처는 10대 과제와 관련된 정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포함시켰다.

보화 시책을 개발하여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포함시켰다.

가)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나. 추진목표 및 전략

정부의 정보화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전략적인 중
요성을 가진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정보의 공동활용 추진 등을 위한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부문의 정보화, 산업정보화,

다양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한다.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각급 행정기관, 학교∙도서관∙연구소, 기업, 병원과

첫째, 2000년까지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일회 민원처리 서

가정까지를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상호연결하며, 이를 전세계와도 연결하여 세계 정

비스를 확대하고, PC통신을 통한‘안방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1998년까지

보통신의 거점(Hub)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자동차 종합 민원정보망을 구축하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의 본격화 및 행정기관 정보

구축한다는 것이다.

망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타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대폭 감소

이에 정부는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및 정보망을 통한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학교∙연구소와 해외

시킬 수 있도록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 6개 업무를 대
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구정보망을 연결하여 국내∙외 최첨단 학술∙연구 정보의 신속한 이용과 원격교육

둘째, 정보의 공동활용 및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한다.

이 가능토록 하며, 국내 산업정보망의 확충과 전세계 정보망의 연계로 중소기업 및 지

셋째, 행정정보화 활용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방 소재 기업의 정보획득 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1PC 보급을 추진하며, 정부청사 및 입법부∙사법부를 연결하는 고속통신망을 구축하

강화한다. 또한 개인생활의 정보화도 촉진하여 재택근무∙재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

여 정보 공동활용과 전자적 업무처리의 기반을 확보한다.

고 의료∙환경∙안전관리 등의 정보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정보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정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차별없이 제공함으

다. 주요 내용

로써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정보화 환경의 기반을 중점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PC 보급

88

1) 10대 중점과제

과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2000년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정부는 고도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해 핵심적이고 시급한 정보화사업 중 2000

82% 수준까지 1개교 2컴퓨터 실습실을 마련하고, 1995년 현재 10인당 1대 수준의

년까지 실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보화 촉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PC를 1.3인당 1대 수준으로 개선한다. 또한 2000년까지 초고속통신망으로 전국

선정하였다. 10대 중점과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인력∙기술 등

초∙중∙고등학교의 90%를 연결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PAST AND PRESENT OF
KOREA’
S IT POLICY

89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제4장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류비용, 교통체증이 문제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사회간접자본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0년까지 종합

다)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 정보 이용환경 조성

물류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등 사회

정부는 국내∙외 연구인력들이 세계의 학술연구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간접자본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정보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2000년까지 교육∙연구 전산망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에 연결, 고속 대용
량화를 추진하여 학술연구 정보기반을 고도화해 나간다. 둘째, 첨단 학술정보 DB 및
과학기술 정보 DB 구축 등을 통해 정보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한다.

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지원
1980년대 말부터 지역정보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
화 확산에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이동통신, PC통신, CATV 등의 지역간 격차가 여전

셋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통하여 각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이 멀티미디어 형태

히 크고, 지방의 정보발신 기능이 취약하여 정보유통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에 우

의 문헌목록, 초록, 본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연구실이나 가정에서 자유롭게

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고, 2000년까지 지역정보화 거점을 조성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넷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및

한다. 또한 전국의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사시 비상재해

국내 산∙학∙연간의 공동실험을 할 수 있는 원격실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 공동

에 대비한 안전관리망으로 활용하며, 농∙어민을 위한 농림∙수산 정보서비스도 확

연구 기반 위에서 원격 공동연구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대해 나간다.

라) 산업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국내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의료

산업기술, 특허, 유통 등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단위 정보화 사업을 상호 연계시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정보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CALS 및 전자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화를 위해 전국 병원을 연

상거래 도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 관련정보 DB를 구축하여 정보제공을

결하는 보건∙의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의료

활성화하고 산업정보망을 확충하여 원활한 정보유통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CALS

EDI를 실현한다. 또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확산하여 농∙어촌과 대도시 의료기관간의

도입을 추진한다. CALS∙EC 시범사업은 1998년까지 업종별 유형에 따른 모델 개발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보험 종합전산망 구축

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CALS∙EC 체제 도입 기업에 대해 기술과 자금을 지

을 완료한다.

원한다.

아)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관리의 정보화
마) 정보화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활용도 제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사회 간접자본의 부족과 이로 인한 과도한 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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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등 국제전송로의 주도적∙안정적 확보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우선 환경 관련자료의 입수 및 공유체제를 확립하고 자연생태계∙대기∙수질∙폐기

구축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본격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물 등 4대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종합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인터넷 등

규제 완화 및 경쟁도입 확대, 초고속망 소요기술∙장비의 개발 및 이용활성화 촉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경오염 예보∙경보 및 효과적인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실시하

등이 있다.

며, 환경문제에 대한 신속∙정확한 해석∙분석 및 예측을 위하여 지리정보 시스템, 시
뮬레이션 시스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2005년까지 구축한다.

3)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정보사회 발전은 정보의 생산∙전달∙이용의 효율화 과정이므로 정보통신산업이

자) 재난∙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그동안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난∙재해 유형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가 안전관리정보 DB를 구축하고,

통신기기, 정보기기 등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아직 세계시장에서의 위치가 미약

가스∙유류∙기상 등 안전관리 기능별 시스템과 연계한다. 재해시 원활한 정보유통을

하고 기술∙인력 등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위하여 국가안전관리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1997년까지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에 정부는 정보화촉진 정책과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연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세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1999년까지는 초고속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선통

계적 중심국가로 부상(세계 시장점유율 5~7위)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개발을 적극적

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으로 지원하여 선진국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자립기반을 마련한
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에

92

차) 선진외교∙국방정보 체계 확립

주력하여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충하고 산∙학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전문인

외교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교정보의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1999년

력 양성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정보통신 중소기업을‘경제적 약자’,‘보호대상기업’

까지 모든 재외공관을 연결하는 외교전산망을 구축한다. 2000년까지는 외교정보 종

에서‘기술창출의 주체’,‘활력있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합DB를 완성한다. 한편 첨단정보전 시대에 대비한 선진 국방정보 체계를 확립하기 위

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하여 먼저 통합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전장관리 및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

위한 경쟁확대 및 규제완화, 자금지원 확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등 정보통신 산

하여 운영한다.

업기반의 제도적 확충에 주력한다.

2)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

4)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건 정비

정보화 촉진과 멀티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음성∙문자∙영상 등 다양한 형태

정보사회 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란 현행의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법∙제도를

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입체적 정보고속도로(초고속정보통신망)를

정보사회에 맞게 보완∙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대량의 정보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00년까지 교육연구기관 80%, 정부기관 60%, 의료기관

가 네트워크에서 생산∙유통∙이용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컴퓨터 범죄나

50%, 산업체는 90% 수준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제공하며, 통신위성, 해저케이블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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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법∙제도적인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술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적인 측면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안전한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의 강화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킹, 바이러스, 불법 유출∙변형∙파괴 등에 대응하는 정
보통신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정보보호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제1편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미래상

제도, 환경 정비
제1장 CYBER KOREA 21 수립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간, 단말기간 상호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가 고도 정보사회
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정보통신의 표

4.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
5. 안전한 정보이용체계와 건전한 정보
문화 구현

2. 선진각국의 대응추세
3. 우리의 당면과제

제2장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

준화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함

제2장 CYBER KOREA 21의 목표
1. 비전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에 따라 표준 제정활동의 강화, 표준화∙활성화 기반 조성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의 강

2. 기본목표

2.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기존산업
의 생산성 향상

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3. 신지식인화 운동을 통한 개인의 역량
제2편 CYBER KOREA 21 중점추진과제
제1장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3. Cyber Korea 21

1.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강화
제3장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 일자리 창출
1.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육성

1. 정보통신망 고속화∙고도화

2.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2.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추진
3.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가. 개요
1999년 3월에 수립된 Cyber Korea 21은 기존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비해 구

제3편 추진전략

구현

<표 4-4> Cyber Korea 21 목차

체화∙고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보화에서 한 차원 발전된 지식개념 도입
으로 정보화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야별∙사업별 정보화 계획이 아

나. 추진목표 및 전략

닌 단계별 정보화 계획을 제시하여 체계적 정보화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시
스템의 신규 개발보다 기존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 호환성 부문을
강조하고, 사회 구조개혁 및 환경조성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Cyber Korea 21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정 및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이다.

Cyber Korea 21의 주요 목표는 정보화를 통해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의 기틀
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2년 지식기반 산업의 GDP 비중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세계 10위권의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2002년까지 지금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을 구축하고 세계에
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고
도화된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기업∙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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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

다. 주요 내용

고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마련한다. 인터넷에‘제
2의 국토’를 개척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

1)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모하며,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보통신 품목을 수출 전략상품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누구나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속

으로 선정하여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기간망은 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
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ATM교환기 설치를 확대하며, 2002년까지 반전자 교환기
의 디지털화를 완료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확충하고 통신시장을 활성화한다.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두 번째로 운영 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개방형 표준
지식기반 산업의 GDP 비중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핵심요소로 정착
지식정보 창출∙축적∙활용능력의 선진화로
2002년 세계 10위권의 정보화 선진국 진입

의 개발∙보급을 비롯하여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 지식정보 자원의 DB 구축과 활용을 통해 정보교류를
촉진한다.
세 번째 전략은 국민들의 컴퓨터 이용수준을 증대시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의 정보화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컴퓨터 소양인증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1인 1PC 환경 구현 및 인터넷 플라자 구축 등을 통해 누구나

정부 : 전자정부 구현

쉽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

신산업 : 70만 고용 창출

기업 : 지식경영체제 구축
정보통신산업 : 30만 고용 창출
개인 : 신지식인화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한다.
네 번째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단순
한 전산화 차원을 넘어 정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 행정절차
와 방식을 혁신하며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등을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정보통신망 고속화∙고도화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전국민 컴퓨터 교육

법∙제도 정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정보이용 체계와 건전한 정보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 시스
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정보보호 관련산업을 육
성한다. 정보통신 윤리 확립 및 불건전 정보유통 억제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

<그림 4-4> Cyber Korea 21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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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정보 기반을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한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정보기술이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
은 정보기술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 생산성을 향상

3)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 일자리 창출

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 교환을 본격 실시하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사회에 적합한

등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Cyber Korea 21의 궁극적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입법∙사법 정보화 추진, 환경과 재해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전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 복지행정 서비스 고도화 등의 정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거래 활성화, 정보제공사업(IP)과 정보유통사업(ISP)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두 번째로는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정보통신 벤처기업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등이 그것이다.

다. 이를 위해 정부조달 EDI 전면 실시, 업종별 CALS∙EC 도입 등을 통해 기업 정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게임∙애니메이션∙영상∙음반 등 문화

화를 지원하고, 금융∙산업∙유통 등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화, 물류 정보화, 지

산업을 육성하며 전국의 소프트웨어 밀집지역을 진흥구역으로 지정, 상호 네트워크로

리정보체계(GIS),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사회간접자본의 효율 제고를 위한 정보화

연결한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을

등을 추진한다.

양성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 관련 핵심기술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신지식인화 운동을 전개해 개인의

을 집중 육성하여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보통신기기산업을 육성한다.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 신지식인 운동을 전개하고 신지식인 양성을 위

4. e-Korea Vision 2006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단위 : %, 천명)
인터넷 이용률

가. 개요

인터넷 이용자 수

30,670
29,220
26,270
24,380
19,040

9,430

Cyber Korea 21의 목표가 조기 달성됨에 따라 인터넷 보급∙확산 등 양적확충 단
56.6

59.4

65.5

68.2

계를 넘어서 국가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 등 성과

44.7

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4월“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였다.
e-Korea Vision 2006은 정보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22.4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1999.10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6

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IT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기술개발, 인력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6

양성, 법∙제도 등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토양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은 정부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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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 e-Korea 건설
I. 수립배경

Ⅳ.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1. 정보화 추진의 성과와 반성

1.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2. 대내외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2.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3.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Ⅱ. 비전 : 글러벌 리더, e-KOREA 건설

4. IT산업의 전략적 육성

1. 목표
2. 기본 방향

Ⅴ.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3. 우리나라 지식정보사회의 미래상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2. 국제협력의 주도적 추진
Ⅲ.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3.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1.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2. 산업부문 정보화 촉진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Ⅵ. 추진전략

개인

3.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표 4-5> e-Korea Vision 2006 목차

성한 토양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기업

정부

정보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생산적이고 투명한
스마트 정부 구현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위에서 국민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며, 미래지
향적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서비스와 기술개발에 대한 선행투자를 확대하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사이버 공간의 안전∙신뢰성 보장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IT산업의 전략적 육성

나. 추진목표 및 전략
e-Korea Vision 2006의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능력을

<그림 4-5> e-Korea Vision 2006 추진 목표

극대화한다. 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정보활용 능력이 사회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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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사회의 운영과 규율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헌법∙민법∙상법∙형법 등 일반법의 개정

둘째, 전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셋째, 정보

필요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정부∙기업∙개인 등 사

화를 통해 투명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

회 각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재설계를 위한 폭넓

트 정부를 구현한다. 넷째, 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IT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적인

은 학제적 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기술과 국제적 법제 환

성장여건을 조성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저렴하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지식정보화 규범의 형성과정에도 적극적

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유∙무선 인터넷망을 완비하고, 전략상품 육성, IT

으로 참여한다.

핵심기술 개발, 창의성있는 신산업의 창업∙육성 및 해외진출 강화를 통해 세계 일류
IT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보화 진행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응한 정책들도 추
진한다.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마지막 목표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정보사회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특

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과 병행하여 정보보호 교

히 한∙중∙일 IT협력을 발판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동아시아 정보문화의 형성

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에 정보보호 관련 전공을 설치∙확대하는 한편, 정보보호센터

을 주도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선진 지식정보국가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운영지원 등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계획이다.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구축한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를 차세대
정보통신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인터넷 서

다. 주요내용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Pv6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미래 기술발전을
감안하여 PDA 등 다양한 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이동시에도 최고 2Mbps급의 초고속

1)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환경기반도 갖추어 나간다. IT산업 경쟁력 확보를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은 크게 국민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 산업부문 정보

위해서는 위험성이 크더라도 성공시 고수익이 보장되는 원천∙기반 기술 개발을 강화

화 촉진,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의 세 가지 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속

하는 한편, IT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IT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IT와

적으로 인터넷 이용인구를 확대하여 2006년까지 국민의 90%가 인터넷 이용이 가능

BT, NT 등의 융합기술 개발과 함께 인지과학∙언어학∙뇌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와의

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업무에 대한 정보활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연구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있도록 기초교육 중심의 정보화교육을 점차 심화교육 위주로 전환해 간다는 내용이다.

3)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2)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102

우리나라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동북아 IT분업체계 구축 및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식정보 사회에 적합한 법체계를

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특히 동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 정보통신 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성 확보 및 사

북아 3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T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버 공간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법∙제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지식정보

윈-윈(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IT분야의 포괄적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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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테스트베드(Test-bed)사업, 세계 이동통신시장 공동진출 등의 추진을 통해

정부혁신과 전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우리 산업 전반의 국가경쟁력 제고, 광대역통합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동북아 국가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망 구축, IT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추진,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

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국가간 정보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
계 구축을 주도하고, 동북아 정보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글로벌

나. 추진목표 및 전략

정보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해 국제 IT인프라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SEM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동시에 정보화 선∙후진국간의 정보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의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 나아가 핵심 전략

계 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서비스 전달의 혁신 및 효율성∙투명성을 향

상품의 지속적 개발 및 IT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

상시켜 나간다. 둘째, 전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우리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제

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50대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국내 정보통신

고해 나간다. 셋째, 광대역통합망 구축, IT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발굴 및 육성으로 국

기업의 해외 R&D 활동 강화 및 범국가적 수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신시장

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도약을 추진한다.

개척을 위한 마케팅 강화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IT분야 수출 3,500억 달러 및 무역흑자 1,100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Broadband IT Korea 건설
I. 수립배경

5.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2. 지식정보사회 안전성∙신뢰성 보장

1. 정보화 추진의 성과와 반성

3. 경쟁력 있는 IT인적자원 확충

2. 대내외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4.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Ⅱ. 비전 : Broadband IT Korea 건설

가. 개요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 전자정부 기반완성, 1∙25 인터넷 침해사고 등 새로

Ⅴ. IT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조성

1. 목표

1. 광대역 IT기술개발

2. 기본방향

2.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3. 우리나라 지식정보사회의 미래상

3.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강화

Ⅲ.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Ⅵ.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1.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

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IT가 새로운 변혁의 원동력으로 작용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2. 디지털 경제의 확산

2. 글로벌 IT 협력의 주도적 추진

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보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3.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3. IT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4.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참여정

Ⅶ. 추진 전략
Ⅳ. 지식정보사회 토양조성

부’의 IT 비전을 적극 수용함과 아울러 e-Korea Vision 2006 수립 이후 변화된 정보화

1.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 전환

추세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3년 12월“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세계 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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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에 힘쓴다. 다섯째,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간다. 이러

Broadband IT Korea 건설

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에서 선진 지식정보 국가로서의 확고
한 위상을 정립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글로벌
IT 경쟁력
강화

다. 주요내용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은 참여정부의 국정 이념과 목표 및 전자정부
로드맵,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중장기 정보보호 계획,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
계획 등을 반영한 새로운 정보화 및 정보통신 발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크게 4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지식정보사회 토양
조성, IT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조성,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로 구성
되어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혁신적인 전자정부
디지털 경제∙사회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IT 신성장 동력
광대역통합망(BcN)

1) 지식정보사회 전면화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서비스 및 정보자원 관리의 전면적인 혁신

지식정보사회의 토양 조성

을 꾀하고 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보화와 업무혁신을 연계하여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증대와
행정개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프로젝트 실명제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 전환

정보사회 안전성∙신뢰성 보장

경쟁력 있는 IT 인적자원 확충

정보화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책임성과 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
<그림 4-6>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추진 목표

키고, 모든 기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통합∙융합하여 이음새 없이 제공함으로써 전산
업의 생산성을 G7 수준까지 제고시키며, 표준∙물류∙전자지불 체제를 고도화하여
전자∙섬유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4%대에서 30%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기업간 전자거래를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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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롭고 쾌적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IT 활용교육의 내실화로 e-Work 인력

서명 인증체계 구축 및 차세대 표준암호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 암호기술의 경쟁력 제

풀을 확충하고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촉진하며, 진료∙검

고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음란∙스팸 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등

사 정보의 디지털화와 공동활용 기반구축, 보건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스팸메일 차단기술 연구개발 확대, 건전한 정보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지속

등을 구축한다. 한편, 전국민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환경 보장 및 정보활용을 극대화함

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으로써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핵심 IT 인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성장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교육방식 확산 및 학습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공유 등 범

동력 등 핵심분야 원천 기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국가적인 e-러닝 기반 구축 등으로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17.5%)을 OECD 회원국

갖춘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지향적 IT 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평균 수준(35.6%)으로 제고하고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진흥정책과

내실화 등을 통해 IT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하고,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벌 IT인력

연계하여 지역별 환경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정보화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IT에
기초한 NT, BT 등의 분야에 대한 첨단인력 공급기반 확충도 꾀하고 있다.

2) 지식정보사회 토양 조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버공간 건설을 목표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네

3) IT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조성

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유∙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

무선 통합환경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단일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

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등 새로운 IT 성장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IT 수출액 추이
(단위 : 1억 달러)

700
전체수출 비중(%)

(단위 : 명)

20

600

19.1
한국

OECD 회원국 평균

17.2

575
512

1위

500

463

1위

15

400

9.1

10

300

400

29.7

386

29.6
28.5

27.8

1위
5

0.6
0

1999년

25.6

200

5위
0.2

0.9

2000년

2.9

2001년

3.8
100

2002년

0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6
출처 : 정보통신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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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창출에 전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무선∙방송망을 통합한 50~100Mbps급
BcN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서비
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IT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건실한 성장지
원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IT 중소∙벤처기업의 생산 110조 원,

부록 1. 정보화정책 추진 관련 법령

수출 310억 달러 달성을 꾀할 것이다. 결국 차세대 성장기반으로써 IT 신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BcN 구축 등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1.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

4)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IT분야 협력 강화, 인적교류 및 정보문화 확산 등을 통해 동북아 IT 허브국가로 자

2.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3.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하위법령

리매김하기 위해서 국제 IT 인프라 구축,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국제 협력사업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여 정보화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또한 IT분야의 핵심 전략
수출품목 육성, IT기업 수출 통로의 다변화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IT수출 4,000억 달러, 무역흑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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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의

110

정 보 화 정 책

발 전 사

Past and Present of Korea’
s IT Policy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부록 1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1986. 5. 12 법률 제3848호]

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여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산원의 설립과 운영등을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 있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전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③제2항의 비용의 지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전산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
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기술등의 관리)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
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제14조 (기술기준의 제정)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

하여야 한다.

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②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체계적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1.“전산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에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

정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전산망에 관한

③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설계, 구성 및 유지보수가 제1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

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기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②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전산망사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의
개발, 전산망의 구성∙유지∙보수, 전산망을 이용한 정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

제11조 (기술등의 보급) ①체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된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기의 형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식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기는 그

에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러하지 아니하다.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령령으로 정한다.

종류, 형식승인기준, 형식승인의 방법등 형식승인에 필

제6조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설치)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기기의 형식승인) ①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의 처리∙보관∙전송역무 및 전산망과 관련된 기타

제7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형식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문단체의 지원∙육성)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

제4조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수

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망사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영위하는 자(이하“전산망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방법등에 관하여 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하여 형식승인이

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

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소된 기기는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의 범위와 사업

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및 전산

1. 국가기관등의 전산망개발

참여 및 사업지원의 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망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지원과 국가 및 공공단체의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산원(이하“전산원”이

립)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

제8조 (사업참여등)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하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

3. 전산망사업의 지원∙육성
4.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실용화

제9조 (기술개발추진등)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④체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기를 제조
제13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①정부는 전산망에 관련된 전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
기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등) ①정부는 국가기

라 한다)을 설립한다.

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전산망의 구축등

②전산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

전산화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5.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

써 성립한다.

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③전산원의 정관변경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부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

④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은 전산원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전산망사업자를

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등의 사

설립, 시설,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

지정하여 미리 사업을 추진하게 하거나 관련기기를 일괄

필요한 사항
③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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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조성을 위하여 전산망사업자에게 세제, 금융, 행정, 법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에 소

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요된 자금은 정부가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
하여야 한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전산망의 안정성등) ①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1.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

부칙 <제3848호, 1986. 5.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④제2항의 사업자의 지정절차,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

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망의 안

2. 정보화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급방법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

3. 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제2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관

구하여야 한다.

4. 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전산원의 설

련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상의 협조 요구가

②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5. 전산망을 위하여 체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있을 경우에 관련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설립위원은 전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

③설립 당시의 전산원의 원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할 수 있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

제17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등) ①체신부장관은

제23조 (전산망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전산망사업자 및 그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 및 그 유

종업원은 전산망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

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권장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

2.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의 설립등기

는 자에 대하여는 재정, 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3. 국가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또는 제26조의

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

있다.

4. 범죄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규정에 의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원의 설립
제28조 (위탁) 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등) ①체신부장관은 국
내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전산망

제29조 (벌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시범사업)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

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망이용자 또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하게 할 수 있다.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보호를 위한

②전산망사업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

조치의 내용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벌칙)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업자에 대하여 재정, 행정, 기술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전산교육의 확대) 정부는 국민의 전산망에 관련된

제25조 (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아니된다.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기초지식 및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
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전산교육의 확대에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①전산망사업자는 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진흥협회(이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체신부장관이

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관련된 동일 또는 동종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의 공동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단체∙전산원∙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

연구개발사업 및 공동기술도입이 정보화사회의 기반조

③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

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20조 (공동연구개발등의 장려)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세제∙금융등의 지원) 정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

114

제3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가 아닌 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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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49호]

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관련기관간의 협의 및 예산의 확보등을 총괄하여 수행

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하는 국가기관등(이하“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

지명하는 자

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2.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3조 (사업참여의 절차) ①체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

1.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있거나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중

기관등(이하“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에서 기술 및 자금능력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의

자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

3.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하
“전담사업자”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행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등과 전산

③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규정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

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의 공

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지정된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공단체를 말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소

1. 대상업무의 선정 및 종합분석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속공무원 또는 임원등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

2. 종합적인 전산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검토

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구성하는 전

한다.

3. 사업단계별 전산체계의 개발에 대한 검토 및 개발된

문 분야별로 당해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자(이하“협력

2.“국가기간전산망”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그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⑤임기가 있는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할한다.

같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시행계획의 실시시기 및 방법
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설의 활용, 인력의 지원 및
제6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3. 기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결과의 시험운영
새로운 전산시설의 도입 및 설치에 대한 검토
5.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전담사업자의 지정 및 관련기
기의 일괄공급에 대한 검토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
업시행자가 전산망의 개발 및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6.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 또

7. 기타 행정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는 기술등의 지원 기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 (사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8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통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

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신사업자가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

제4조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

제15조 (연구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

하여 기술개발 사업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와 같다.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상환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제8조 (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미
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4.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도입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사업참여대상자”라 한
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 (분야별 추진위원회) ①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에

5.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는 자의 지정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제2

6.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제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분야별로 추진

도의 개선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원회를 둔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야별 추진위원의 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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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참여대상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 통신
사업의 경영자(이하“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
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
연구소
5. 기업의 부설연구소
6. 기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

117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부록 1

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지

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제22조 (감리결과의 보고) ①분야별 추진위원회는 한국전

정하는 기관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전산원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산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단계별로 감리

⑤분야별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사업등을

의한다.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전산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하

하는 경우에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중통신사업

②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②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

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자가 설립한 법인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에 대한 장애여부

⑥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파괴된 전산시설에 대한 신

③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

제20조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수립등) ①정부

제23조 (기기의 공급방법 및 내용) ①정부가 법 제16조제2

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정하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

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기간전산

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전산화계획을

망사업에 관련된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사후보고로 갈

통합∙조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음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전산망내부 또는 상호간에 호환성을 확보할

제16조 (보급대상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②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기관등의 보유하고 있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

1. 전산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

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2.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을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

3.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 도입된 외국의 첨단기술 및 기기

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4.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4. 기타 체신부장관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1. 행정전산망

및 기기

2.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상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제24조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분야별 추진위
원회는 소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매년 투자자
금등이 명시된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 ①정부는

2. 교육연구전산망

②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가 미리 행

3. 금융전산망

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정전산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소요된 자

제17조 (전문단체의 지원 및 육성) 체신부장관은 법 제12조

4. 국방전산망

1. 전자계산조직

금을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자료의 입력관리 및 설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인력양

5. 공안전산망

2.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공급과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과 그 운용∙유지보수 및

성∙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

6. 기타 위원회가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전산망

3. 전기통신설비

개선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으로 구분계리한 후 총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의 일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이하“사용료”라 한

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전산망사업자 및 다른 전문단체의 기술 및 기기의 활

제21조 (전담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①전담사업자는

또는 전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다)으로 상환한다.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분야별 추진위원

③전담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공급하고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각 이용기관별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하는 경우(이용기관이 기기를 도입∙설치하는 경우를

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그 사용량에 따라 월별로 상환

2. 전산망에 관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

포함한다)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하여야 한다.

3.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당해 사업계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조정을 받아야 한다.

4.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 알선

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야 한다.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

용 알선

제18조 (한국전산원의 업무) 한국전산원은 법 제13조제1

제26조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지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성내용

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

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2. 대상업무의 개발내용

항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호의 업무를 행한다.

3. 사업단계별 감리 방안

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호와

1.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계획

1. 이용기관의 사용에의 적합여부

같다.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5. 국가기간전상망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2. 도입의 필요성 및 경제성

1. 전산망 구성을 위한 시험적 사업

3.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6. 이용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훈련계획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과의 공동활용 여부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사업

4. 기타 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및 국가기관등의 장

7.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자금의

4. 기종선정의 적합성 및 계약내용의 합리성

3. 학술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5. 유지∙보수체계의 합리성

4. 기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

이 위탁하는 사항
제19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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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획
8. 협력사업자의 선정 및 협력의 범위

6. 표준화계획에의 부합여부

9. 기타 분야별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7. 사고 및 보안에 관한 안전성

제27조 (시범사업의 추진) ①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1

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사업
②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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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제28조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등) ①법 제
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

활동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신부

1.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제정 1992. 10. 7 체신부령 제847호]

3. 제2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정보를 취급하는 전산망사업자(사업종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5. 위탁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과
학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술적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한 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적∙기술적 조치
3. 전산망사업자가 취급중 지득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
지할 수 있는 조치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서류의 사실여
부를 심사한 후 그 기재내용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같다.

전산망사업참여대상자명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등을 한 때

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기
사 1급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분야의 근무경력이

2. 회사명
3. 사업자현황

제32조 (위탁)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기

제5조 (전산망사업자에 대한 지원) 체신부장관은 법 제2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권한을

사 2급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분야의 근무경력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인력의

7년이상인 자

양성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융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4. 전자공학∙통신공학∙전자계산학∙정보공학∙경영

1. 목적

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을 보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

정보학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이하“전자공학등의 분

2. 명칭

탁할 수 있다.

야”라 한다)의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5. 전자공학등의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당해분

3. 사무소의 소재지

부칙 <제847호, 1992. 10. 7>

야의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12049호, 1986. 12. 31>

6. 전자공학등의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야의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자공학등

7.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10. 공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

갖추고 있는 자로서 전산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12. 협회의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망 사업참여신청서를 체신부장관

13.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공제활동과 그 분담

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에 관한 사항

1. 기재번호

5년이상인 자

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정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조 (전산망사업참여대상자 명부) 체신부장관은 제3조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제31조 (협회의 감독)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

4. 기타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29조 (협의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

3.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자현황보고서

제2조 (전산망사업참여대상자의 기술인력의 범위) 영 제12

한다.
1. 전산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치할 수 있는 제도적∙기

2. 기술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확인 서류의 사본

의 분야의 근무경력이 9년이상인 자
제3조 (전산망사업참여신청) ①영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협회의 운영) ①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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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부록 1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변화
제∙개정

주요 제∙개정 내용

제정

∙전기통신과 전자계산 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6. 5. 12)

[제정 1994. 5. 30 대통령령 제14275호]

비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우위
확보는 물론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 국가선진화의 목표

제1조 (목적)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관련한 주요정

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일부 개정
(1991. 8. 10)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에 따라‘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로 용어정리

개정

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책 및 사업계획등의 심의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총리 소속하에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한다)를 둔다.
일부 개정
(1991. 12. 14)

∙정보통신의 국제화와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처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근거를 마련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관련

∙한국전산원의 업무를 보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기존의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를 이 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로 개편
∙벌칙을 상향 조정 또는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도모
일부 개정
(1992. 12. 8)
일부 개정

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개정

(1995. 8. 4)

②간사는 행정조정실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1.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임명한다.

2.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제14조의2제1항 중‘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산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전산망조정위원회 폐지 및 관련기능의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이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일부
개정

3. 관련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5.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를 둔다.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성이 커져가는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관련제도 보완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전
산망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추가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전산망 관련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망표준 관련제도를 정비
∙제28조 중‘한국통신기술협회’를‘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개정

일부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마련으로 이 법에서 삭제

(1999. 1. 21) ∙한국정보문화센터 기능의 전산원 이관으로 그 설립근거 삭제
전문 개정
(1999. 2. 8)

-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1996. 12. 30)

∙전산망 보급확장 사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경제기획원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경

(1995. 12. 6)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벌금액을 현실화

일부 개정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가 위임

4.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는 사항
일부 개정

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일
부 개정
- 법률의 명칭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관한법률’로 변경

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

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육부∙상공자원부∙건설부∙보건사회부∙교통부∙총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

무처∙과학기술처∙환경처∙공보처 및 행정조정실소속

기획원장관이 된다.

1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제8

③위원은 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장이 된다.

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건설부장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관∙보건사회부장관∙교통부장관∙체신부장관∙총무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기획원소속 2급 또는 3급

처장관∙과학기술처장관∙환경처장관∙공보처장관 및

공무원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제8조

행정조정실장이 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

서 체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정에 의한 위원외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⑤제3조제4항∙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장등을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금지
∙한국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정보화촉
진기본법과의 관계를 재정비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기 위하여 체신부에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이하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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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①위원회의 초고속

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관련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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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전담반의 반장은 주무부처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당

2. 연차별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반원은 원칙적으로

3.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관련한 기술에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관한 사항

정보화촉진기본법

한다.

4. 기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관련하여

[제정 1995. 8. 4 법률 제4969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이용분야

필요한 사항

및 분야별 주무부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②기획단은 단장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체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장 총칙

신부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로 한다.
③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

④체신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과 관련정부투자기관 또는 연구기관등의 임∙직원 또는

제11조 (수당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등에 참석 또는 근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무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제9조 (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의 지원 및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주무부처에 전담반을 구성∙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운영할 수 있다.

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연차보고등) ①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

는 지식을 말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모하는 것을 말한다.
3.“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

3.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의 변화

(1994. 5. 30)

(1994. 12. 23)
폐지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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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의 촉진

비고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등을

②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정보보호시

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5.“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구축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등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속∙대용량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의 심의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초고속정

의 정보통신망(이하“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한다)과

2. 공공∙지역∙산업∙생활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보화추진위원회 설치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
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일부 개정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

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

부칙 <제14275호, 1994. 5 .30>

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

6. 국제협력의 촉진

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

2. 분야별 지원 및 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제∙개정 내용

역무 제공
5.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

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

제∙개정

4.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료의 안전성유지

1. 분야별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전담반은 반장 1인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1.“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기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지원 및 이용과 관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10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중 직제 변경사항 반영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부처와 그 소속기
관 직제의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 권익보호에 관
한 사항

제3조 (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정보화의 촉진과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따라 동법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화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

5.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진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정보화촉

하“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

6.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진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하면서 본 규정 폐지

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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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

9.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실장이 된다.

10.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

11.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

12.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을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⑥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

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

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①정보통신
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①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무의 정보화와 의료∙교육∙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

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

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

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
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제1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등) ①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

③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

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

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다.

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중 대통령

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정보화
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기관의 정보화
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6.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등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기타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와 전기통신기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보통신관련교육과 홍

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사업활

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에 있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의 제공확대등) ①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8.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권리의 보호시책을 강

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

제10조 (전문기술지원기관) ①정부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을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

제14조 (정보보호등) ①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

보화촉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이하

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7.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②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

3.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등 정보문화 확산을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활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기술개발의 추진) 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원회의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4.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있다.

5.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센터의 설립과 운영등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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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관

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인

통신망(이하“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

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 사업

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

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

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정보통신부장관은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

제31조 (상호접속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초고속망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

제19조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정보통신의 효율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여야 한다.

의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

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등을 위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단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

③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야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

1.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1. 정보통신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표준에의 적합인증

2.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개발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

적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

5.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제78조제1

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6. 정보통신관련 대외협력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기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

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정보통신산

1. 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교육
의 지원

한 공업단지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2.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자유지역

제26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5.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6.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
7. 기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은 전기통
제29조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승인등) ①다음 각호의

제27조 (전담기관의 지정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

신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기준에

제32조 (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①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
구∙전주등(이하“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3.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②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수도권신공항

및 초고속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등”이라 한

5.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다)는 도로∙철도∙지하철도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선

의 심의를 거친 지역

로설비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

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

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통신단지의 조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

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등 그 업무를 전담할

통신사업법 제6조(제6호를 제외한다)와 종합유선방송법

③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

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

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법

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

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민간인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제

은 자(이하“초고속망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역안에서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전담기관에 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종합유

야 한다.

연하거나 융자등을 할 수 있다.

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

우수한 신기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신기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

본다.

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술로 지정하여 창업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정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3조 (유통구조의 개선) 정부는 소프트웨어등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관련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시설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정부는 정보화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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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다.
제30조 (자가전기통신설비등의 제공) ①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
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초

제33조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

고속망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이하“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

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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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부록 1

부칙 <제4969호, 1995. 8. 4>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47호]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은 이를 폐지한다.

적립금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법”이라 한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9조제

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
2. 공공∙지역∙산업∙생활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

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제2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3.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이 개정한다.

4.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사업

28. 정보화촉진기본법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7.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개정한다.

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년

제4조제3항중“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

도의 시행 계획 및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의 조정을”을“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법 제8조의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

인정한 사업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⑤위원회는 매년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촉진 시책의 추진실적의 평가내용을 정부의 정보화촉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한다.

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

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

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정보화추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충당하기 위

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

야 한다.

한다)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중 공

하여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

무원이 아닌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④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계획 중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로 한다.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

④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

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한다.

③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추진업무를

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

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관장하는 1급 공무원이 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④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부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검토∙심의한다.

할 수 있다.

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

⑤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조달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원차관인

대행한다.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

③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록 할 수 있다.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⑥실무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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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부록 1

제8조 (수당) ①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

호와 같다.

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의

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 정보문화에 관한 계몽∙홍보 및 교육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2.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학술행사등 지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3. 정보문화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하고자 하는 자가 센터의 장에게 동시스템이 법 제15조

야별로 두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5호의 분

②공무원이 아닌 정보화추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과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정보화촉진업무에 대하

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는 행정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한다.

의 육성∙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정보보호시스
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보호센터의 설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

에 의한 정보보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센터의 장에

1.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

2.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소집등 필

할 수 있다.

게 납부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요한 세부적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②센터의 명칭은 한국정보보호센터라 한다.

④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평가결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5.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6. 공안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과 기준에 합치될 경우에는 적정등급의 평가필증을 교부
제14조 (센터의 운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업무와

제10조 (중요한 사항)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서“대통

하고,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에

관련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필요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7.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정보화의 촉진과

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8. 종합물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자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필증을 받은 정보보호

9.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

하“정보화 촉진등”이라 한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시스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것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거나 위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평가필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

11.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

③정부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로 하며, 센터의장은 재시험∙재평가에 의하여 유효기간

12.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을 말한다.

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3.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
14. 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11조 (전문기술지원기관) ①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

제15조 (센터의 업무등) ①센터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

제17조 (정보통신이용자의 위해방지등) 정보통신부장관은

1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등

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이용자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

(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으로 인한

는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1.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에 관한 정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공기관의 국내외 정보통신망 상호접속 지원 및 교육

3.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통신이용자 위해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방법상의 주

③분과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소관분야와 관련된 다

3. 공공기관간 정보공동이용 및 전산망연계업무의 수탁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의사항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관련 기기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의 제정

의 제조자∙수입업자∙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법 제29조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정보화 추진실적평가

관리∙운영
4. 정보화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3. 정보화 관련시설의 도입 및 설치∙운용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감리

4.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

5. 정보 공동활용 관련사항
6.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술지원기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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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이하“초고속망사
업자”라 한다)등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센터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제4호의

제18조 (기술개발비의 지원)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에 소요되는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

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분과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및 표준화 지원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등을 참작하
제16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

있다.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시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문화의 확산시책은 다음 각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합치여부를 평가하는 업무에 관련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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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
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원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④기타 지원의 방법∙절차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우수신기술의 지정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부록 1

자(이하“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
술 연구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

④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

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타 기획단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기업 진흥공단

제24조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승인을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⑥제1항의 규정

제22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에서“대통령

얻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초고속정보통

에 의한 우수신기술 신청서식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

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신망사업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

신부령으로 정한다.

말한다.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여 우수신기술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획단에 근무하는 단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제20조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의 설치등) ①법 제26조의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자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2. 기술의 내용 및 특허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성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의료보험연합회와 직장 및 지역조합, 공무원및사립학

3.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

②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

3.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4.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한 종합계획 및 연동계획

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

4. 초고속정보통신기반관련 기술 및 재정적 능력

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5.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원활한 구축

자료

5.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
은 때에는 기술의 신규성∙고도성 및 파급효과등을 심의

의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한 분야별 지원 및 이용계
획 수립의 종합

하여 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처장관에

3.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게 추천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은 이를 우수신기술로 지

4.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정,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관리에 관한 업무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6. 연차별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업무

장관으로부터 우수신기술 지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7.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
수신기술을 개발한 자가 우수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의결한 업무
8. 기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역무 제공계
획의 타당성

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술적 요건에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의 적합 여부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이
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6. 기타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구축 및 이용확산

제23조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①법 제27조의 규정

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초고속정보통신역

에 의한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

무의 제공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고속국가망을 구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발전을 위

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고속망사업자에

한다.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발하거나 우수신기술제품으로 사업화를 할 경우에는

③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정보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⑤초고속망사업자는 승인얻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기금”이

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

2. 정부출연재원의 집행계획수립과 집행 및 관리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

라 한다)을 활용하는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

는 자로 한다.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을 할 수 있다.

④기타 기획단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⑥승인서서식등 기타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지원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기술정보제공 또는 보유기술의 무상 제공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

6. 기타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
제21조 (기획단의 운영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단의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5조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의 제공등) ①법

4. 창업∙입지지원등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정부투자기관 또는 관계기관∙단

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업무의 일부를

및 전송선로시설의 제공은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한다.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

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

시설의 제공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초고속망사업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정부투자기관 또는 관계기

를 시행하게 할 경우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등을 정하여 정보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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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초고속망사업자(이하

부록 1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 사업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기통신기본법 제15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공공∙지역∙산업 및 생활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위탁할 수

④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

3.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사업

있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

경비는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도로∙철도∙지하철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관(이하“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2조제2항의

6.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

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및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

지한다.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관

규정에 의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

고 인정한 사업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⑤연구개발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대출금리등 대출에 관

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7조 (조정요청 및 심의) 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간

적립금

제4조 (경과조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고
시후 2월이내에 1996년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

여야 한다.

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

②1995회계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제29

의 협약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은 정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야 한다.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

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지출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징수 및 지출원인이 되는 행

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의 정보통신연구∙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로 운용한다.

위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납 및 기금

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

1.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실

2.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기

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조사를 할 수 있다.

3.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사업

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그 위

④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탁받는 기관의 소속임직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직원

률시행령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전산망보급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

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내지 제11조

납담당임직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
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①기금의 운용∙

의 이익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결정이

②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임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결정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한다.

제2조제6호중“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서식등 필요한 사항은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회”를“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
부칙 <제14847호, 1995. 12. 29>

③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28조 (기금계정의 구분 및 계정별 수입∙지출) ①정보통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보화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중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분야별 추진위원회”를“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

제30조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매회

제2조 (센터의 설립준비) ①센터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

회”라 한다)”로 한다.

②기금은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

제20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③일반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제29조의 규정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제24조, 제25조의3제2항∙제3항, 제25조의5제1항 내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지 제3항, 제25조의6제2항, 제25조의7제1항 및 제25조

2.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의8제1항중“분야별 추진위원회”를 각각“분과위원회”

의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1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①정보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설립등기를

제33조를 삭제한다.

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한후 지체없이 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②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

3.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④일반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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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해당분야별 추진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위원회”를“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

[제정 1995. 12. 30 정보통신부령 14호]

한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법”이라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출하여야 한다.

④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로 한다.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개요

기금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기금

3. 지원업무 세부수행계획
제2조 (우수신기술 지정신청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⑤정보통신부와 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하여 우수신기술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식의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9. 정보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지정통지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신기술지정통지서에 의한다.

3. 지원금액의 적정성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 지원의 필요성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과 초고속

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개발하거나 사업화한

③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당해제품이 우수신기술에 의하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제5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등) ①정보통신부
제3조 (우수신기술사업화 지원신청) ①영 제19조제4항 각

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

호와 같다.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국가망의 구

1. 우수신기술사업화의 내용

축∙관리

2. 사업화실적 및 투자계획

2.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선도시험망사업

3.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원료(기자재)등 조달계획

3. 공공부문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공공응용서비스개발

4. 국내외 시장성에 대한 전망, 관련산업의 기술적∙경
제적 파급효과 및 지원 필요성

사업
4. 초고속정보통신의 응용기술개발사업

5. 기술개발책임자이력서

5.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지역사업

6. 당해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

6. 원격진료등 원격시범사업

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7. 초고속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사업화지원

8. 대국민 홍보사업

과 신기술지정 및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

9. 법∙제도연구사업

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제4조 (정보통신관련기관등의 지원)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138

12. 기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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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

초고속망사업자승인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의 협약

한다.

1. 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체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각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전담기관의 사업관리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성명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전산망추진에관한규칙중 다음

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협약서사본

과 같이 개정한다.

4. 정보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과 사업구역

2. 설비 및 시설제공의 개요를 나타낸 도면

제4조제1항중“행정전산망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

제6조 (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

제11조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의 제공신고)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련업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이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업무
의 일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부칙 <제14호, 1995. 12. 30>

회”라 한다)”를“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
제12조 (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영 제2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분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과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전산망조정위

8. 승인의 조건

관한 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요

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정보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서를 교

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부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회(이하“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하며,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허가대장 및 종합유선방송법시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하였
음을 증명하는 대장에 각각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
5. 기타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동조제3항중“조정위원회의 조정”을“정보화추진위원
제1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①영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 심의”로 한다.
제8조제2항중“추진위원회”를“분과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추진위원회”를 각각

제10조 (변경승인의 신청) ①영 제24조제5항에서“정보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정

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9조제1항제4

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조정”을“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조정위원회의 심

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3조 및 제14조

제7조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승인신청등) 영 제24조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1.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처

제1항 내지 제3항중“추진위원회”를 각각“분과위원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승인을 얻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추천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 각1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 역무의 종류 및 내용과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2. 법인(설립예정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
자∙이사 및 감사의 호적등본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등 소유에 관한
서류
5. 법인의 주주등의 동일인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호적등본
6. 기술 및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는 사업계획서등 세부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승인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필요성등
세부사항을 기술한 서류

2.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무의 수탁기관
또는 단체의 장
3. 기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

③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야한다.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 기금의 운

등기부등본 또는 호적등본

로 한다.

용∙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변
제8조 (초고속망사업자의 제공역무) 영 제24조제2항제2호
에서“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역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이
상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역무
를 말한다.
제9조 (승인서 교부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

경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자산평가액보
고서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설비내역 및 설치장소 기술서류
4.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국가
기술자격자명단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제14조 (기금의 운용∙관리요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
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운용∙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금의 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등에 대하여
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망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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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의 연혁
제∙개정
제정
(1995. 8. 4)

주요 제∙개정 내용

비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부록 2. 한국의 정보화정책 관련 주요 계획

재 각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으로 일관
성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일부 개정
(1999. 1. 21)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를 구체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도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기금의 용도에 복지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
항신설
∙한국전산원의 설립 근거법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
법률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이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

를 이 법에 의한 한국전산원의 부설기관으로 개편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정보
통신연구관리단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신설
일부 개정

∙기금의 재원에‘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등’을 추가

- 전파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2000. 1. 21) ∙기금의 용도에‘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추가
일부 개정

∙한국정보보호센터 설립근거 삭제

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2001. 1. 16)
일부 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전산원 수행사업 중‘정보문화의 확산 지원’삭제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일부 개정

(2002. 12. 18)
일부 개정
(2004. 12. 30)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고속∙대용
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
화촉진기금 관련제도 개선
∙정보화촉진기금의 용도 및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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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번호

날짜

1

1978년 02월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요약>

계획

2

1979년 12월

행정전산화기본계획수정(안)

3

1982년 12월

제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요약> (1983~1986)

발행기관

번호

날짜

총무처

37

1998년 06월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Ⅱ)

계획

국무조정실

발행기관

(행정관리연보, 1978)

38

1998년 06월

21세기 건설정보화 추진을 위한 건설CALS 기본계획(1998~2005)

건설교통부

총무처

39

1998년 07월

정보화 선도사업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총무처

40

1998년 07월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부

(총무처연보, 1983)

41

1998년 07월

전자문서(EDMS) 구축계획

대통령비서실

42

1998년 11월

1999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위원회

4

1983년 03월

정보산업육성방안

(국가전산총람, 1988)

43

1998년 11월

PC통신ㆍ인터넷 이용활성화 방안

5

1989년 01월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전산망조정위원회

44

1999년 02월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Ⅲ)

국무조정실

6

1990년 06월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1989. 1 계획 수정>

전산망조정위원회

45

1999년 03월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

정보통신부

7

1990년 09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육성계획

정보통신부

8

1990년 09월

정보사회종합대책 - 선진 민주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기계획

9

1990년 12월

10
11

정보통신부

체신부

46

1999년 03월

CYBER KOREA 21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VISION

전산망조정위원회

47

1999년 04월

컴퓨터바이러스방지 종합대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사업육성계획

체신부

48

1999년 04월

신 인터넷 주소정책 방향

정보통신부

1991년 07월

고속중형컴퓨터(주전산기Ⅲ)개발계획

체신부

49

1999년 07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부

1991년 10월

정보통신기술개발5개년(1992~1996)계획

체신부

50

1999년 09월

농업∙농촌정보화 기본계획

12

1991년 12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종합평가보고서(1987~1991)

전산망조정위원회

51

1999년 09월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13

1992년 03월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1992~1996)

전산망조정위원회

52

1999년 09월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14

1992년 04월

정보이용활성화 종합대책

체신부

53

1999년 10월

보건의료정보화 종합추진계획

정보통신부

15

1992년 12월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ISDN) 개발계획

체신부

54

1999년 10월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정보통신부

16

1992년 12월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

경제기획원 / 재무부

55

1999년 10월

지능형 교통체계(ITS) 활성화 방안

건설교통부

교육부 / 상공부

56

1999년 12월

정보보호기술 개발계획

정보통신부

체신부 / 과학기술처

57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신경제 5개년계획」국가사회의 정보화 및 정보산업육성전략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17

1993년 07월

18

1993년 08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기본계획

체신부

19

1993년 08월

정보화촉진을 위한 DB산업 육성대책

체신부

58

2000년 03월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계획(2000~2004)

20

1993년 12월

신정보통신 중장기계획

체신부

59

2000년 06월

1,000만명 정보화교육 계획

21

1994년 03월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

체신부

행정자치부 / 교육부

22

1995년 03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정보통신부

농림부 / 정보통신부

23

1996년 0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노동부

24

1996년 06월

컴퓨터게임산업 발전계획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 기획예산처

25

1996년 08월

정보화 촉진시행계획(1996년)

정보화추진위원회

60

2000년 09월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

정보통신부

26

1996년 11월

차세대 이동통신(FPLMTS)기술개발 계획

정보통신부

61

2000년 09월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27

1996년 12월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추진계획

정보통신부

62

2001년 02월

인터넷 신 주소체계(IPv6) 도입을 통한 차세대인터넷 기반구축 계획

정보통신부

28

1996년 12월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

정보통신부

63

2001년 03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

정보통신부

29

1996년 12월

문화정보화 추진기본계획(1997~2010)

문화체육부

30

1997년 2월

중장기 정보화촉진시행계획(1997~2000)

정보화추진위원회

64

2001년 04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종합계획 - Digital Contents Action Plan 2005

31

1997년 06월

1998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65

2001년 05월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구현 전략

32

1997년 09월

정보통신부

66

2001년 05월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체신부

농림부
정보화추진위원회

국방부 /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 조달청

(2001~2005 Rolling Plan)

초고속 국가망 2단계 사업계획(1998~2002)

교육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

정보통신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 K세대(Knowledge Generation) 육성과 국민의 지식 역량 향상

33

1997년 12월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

정보통신부

34

1998년 01월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대책

정보통신부

67

2001년 06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2001~2005)

2002년 01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2001~2005)

35

1998년 04월

컴퓨터2000년 문제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68

2001년 06월

36

1998년 05월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사업 추진계획

정보통신부

69

200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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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법무부 / 국방부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
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정보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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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날짜

70

2001년 09월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계획

정보통신부

71

2001년 12월

건설교통 부문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안)

건설교통부

72

2002년 01월

과학기술정보화촉진 기본계획(안)

과학기술부

73

2002년 01월

여성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74

2002년 01월

e-Korea 프론티어 추진계획 - 2002~2006 정보통신부 정보화종합계획

정보통신부

75

2002년 02월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76

2002년 04월

21세기 디지털국토의 실현 :

발행기관

여성부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2001~2005)
e-KOREA VISION 2006 : 글로벌 리더,

편찬위원회∙편집진

77

2002년 04월

정보화추진위원회

78

2002년 05월

사이버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해양수산부

79

2002년 07월

창의적 e-KOREAN 양성을 위한 2단계 국민정보화 교육계획(2002.7~2004)

교육인적자원부 / 법무부

�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창곤

한국전산원장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2002~2006)

국방부 / 행정자치부

위원

김준호

정보통신부 과장

김경섭

정보통신부 과장

김현곤

한국전산원 단장

소영진

한국전산원 단장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석한

UCTkorea 대표이사

농림부 /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노동부
여성부 / 해양수산부
경찰청 / 중소기업청
80

2002년 08월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

문화관광부

(2003~2011)
81

2002년 08월

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

82

2002년 11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83

2002년 12월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84

2002년 12월

e-Campus 지식공동체 구현을 위한 대학정보화활성화종합방안 :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정보화추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e-Campus VISION 2007(2003~2007)
85

2003년 02월

제 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안)(2003~2005)

(무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86

2003년 08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87

2003년 12월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 참여정부의 정보화 촉진 및

88

2003년 12월

2004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89

2004년 02월

2005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90

2004년 02월

u-센서 네트워크(USN) 구축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91

2004년 02월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92

2004년 05월

인터넷 산업 강국 건설을 위한 IPv6 보급 촉진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93

2004년 07월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촉진계획

정보통신부

94

2004년 11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839전략 8대 서비스 Master Plan

정보통신부

95

2005년 04월

안전한 u-Korea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통신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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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진
홍순희

정보통신부 사무관

김창영

정보통신부 주사

이규정

한국전산원 팀장

정현민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양승미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김혜진

한국전산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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